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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CHA (캡챠)
CAPTCHA란?
많은 웹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시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화면의 내용을 입력하라고 하거나 퀴즈의 답을 입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
당 사용자는 이러한 기능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응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CAPTCHA이다.

[CAPTCHA 예시]
CAPTCHA는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
mans Apart”의 줄임 말로써, 루이스 폰 안(Luis Von Ahn), 마누엘 블럼(Manuel Blu
m), 카네기 멜런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니콜라스 J. 호퍼(Nicholas J. H
opper)와 IBM의 존 랭포드(John Langford)에 의해 2000년 개발된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주는 완전 자동화된 공개 튜링 테스트이다.

CAPTCHA를 사용하는 이유
검색, 이메일,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웹의 발전은 많은 서비스를 탄생시켰고 사용
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극적인 사용자에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동
시에 소비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변화는 악의를 가진 몇 몇의 사용자에 의해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가령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인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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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커뮤니티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 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또한 사람이 아닌 봇(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의 이메일 계정을 수집한 뒤 스팸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도 한다. 영화에서만 보던 로봇과 인간과의 대결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사람인 경우도 문제지만 자동화 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그 피
해 범위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악의적인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시 사람인지 봇 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하기 시작했다.

[CAPTCHA의 등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CAPTCHA이다. CAPCHA가 의도적
으로 왜곡시킨 글자는 사람이 읽을 수 있지만, 봇은 이를 수행할 수 없는 데서 착안
되었다.

reCAPTCHA란?
CAPTCHA의 등장은 사용자에게 몇 초간 귀찮은 작업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보안을 위해 CAPTCHA에서 제시하는 글자를 인식하고 입력하는데 수 초가 소요된
다. 이렇게 소비하는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2007년
reCAPTCHA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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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PTCHA 기술은 “스팸을 막고, 책을 읽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여기서 말하
는 책은 오래된 책을 말한다. 당시 도서관에선 고문서나 오래된 신문을 스캔하고, 글
자를 입력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삐뚤어진 글자나 얼룩이
묻은 글자 등은 스캔을 하더라도 어떤 글자인지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어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했는데, 이를 CAPTCHA와 접목시킨 것이 바로
reCAPTCHA이다.
reCAPTCHA 두 단어를 화면에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스캔 후 인식에 실패했던 단어
이고 두 번째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조합한 두 단어를 동시에 왜곡하거나 줄을 그어 읽기 힘들도록 만들어 사용
자가 단어 내용을 입력하면 첫 번째 단어는 디지털화되고, 두 번째 단어로 해당 사용
자가 사람인지 구별한다. 이로 인해 몇몇 사람이 일일이 판독하기 어려웠던 고문서
내용을 수많은 reCAPTCHA 이용자들이 대신 판독해주는 셈이다.

[reCAPTCHA]

CAPTCHA의 종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CAPTCHA로, 문자 유형의 CAPTCHA를 들 수 있다. 문자 유형
의 CAPTCHA는 임의로 문자를 생성한 후 이를 왜곡된 이미지 형태로 화면에 출력하
여 해당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런 방식은 사람에게는
쉽지만 봇은 인식하기 어렵다는 동기에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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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형태의 CAPTCHA]
문자 유형의 CAPTCHA는 유용했지만 스크린리더 등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왜곡된 이미지 형태의 문자 유형 CAPTCHA를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오디오 CAPTCHA이다. 오디오 CAPTCHA
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문자나 숫자 등을 음성으로 읽어 준다. 이때 배경 음에 소음
을 삽입하여 봇은 해당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오디오 CAPTCHA]
앞서 등장한 간단한 형태의 문자 유형 CAPTCHA는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글자를 쉽게
판독할 수 없도록 배경 이미지를 삽입하는 이미지 유형의 CAPTCHA가 등장하였다.

[배경이미지를 삽입한 이미지 유형 CAPTCHA]
또한 그림이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이미지의 이름을 입력
하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자 유형의 CAPTCHA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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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공격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지 유형의 CAPTCHA]
초기 왜곡된 문자 유형의 CAPTCHA를 99.8%의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로봇
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인간과 봇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문자를 보고 입력하는 형태에서 조금 더 발전하여 '더하기', '빼기' 등
간단한 연산의 결과값 입력을 요구하는 수학식 CAPTCHA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수식으로 구성된 유형의 CAPTCHA는 사람도 풀기 어려워지는 문제점
이 발생하였다.

[수학식 CAP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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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PTCHA의 변신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메인 피츠버그 캠퍼스의 Luis von Ahn, Ben Maurer, Colin Mc
Millen, David Abraham, Manuel Blum에 의해 개발된 CAPTCHA(글자를 입력하는 대
신 이미지를 활용하는 기술)를 2009년 Google이 판권을 사게 되었다.
구글은 reCAPTCHA 기술로 웹 보안 기술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구글 북스’나 ‘구글
뉴스 아카이브 서치’에 활용해 데이터를 얻었다.
그런데 reCAPTCHA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나면서 이를 뛰어넘는 해킹 기술도 속속 등
장했다.
이러한 동향에 맞춰 구글도 reCAPTCHA 기술을 보완하여 “NO CAPTCHA, reCAPTC
HA”라는 reCAPTCHA V2를 공개했다. 새로운 reCAPTCHA V2는 모바일 친화적인 UI
를 가졌다.
reCAPTCHA V2는 사용자의 클릭만으로 사람인지 봇 인지를 판단한다.
이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통해 검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이미
지를 구별하는 문제를 추가해 사람과 봇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했다.
왜곡된 글자를 물어보는 대신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 사진과 똑같은 동물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묻는 식이다.
사용자는 구글의 reCAPTCHA V2를 이용하면 모바일 등의 기기에서 일일이 글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그림을 터치하면서 간단히 답을 입력할 수 있다.

- 10 -

[구글의 새로운 reCAPTCHA]
reCAPTCHA V2는 보안을 위해 만들어 졌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최전선에서 스
팸과 악성 코드 등과 싸운다.
사람과 기계를 분리하기 위해 문자 왜곡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체적인 연
관성을 고려한 Advanced Risk Analysis(개량형 위험 분석) 기술을 통해 광범위한 단
서를 분석하여 사람과 봇을 구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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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에게는 쉽고 봇에게는 어렵도록 디자인되었다. 특히 스크린리더 등의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해 오디오로 보안 문자 옵션을 제공한다. 오디오 CAP
TCHA를 인간은 쉽게 풀 수 있는 반면, 봇에게는 풀기 어려운 방법이다.
매일 수백만 개의 보안 문자가 사람에 의해 해결된다. reCAPTCHA V2는 이러한 사람
의 노력을 보안 문자(CAPTCHA)를 디지털화된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주석이 달린 이미지들, 그리고 Machine Learing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군을 생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일들은 도서를 보존하거나, 지도를 향상시키고, 어려운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
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reCAPTCHA V2인 체크박스 타입에 대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봇은 대부분 해당 reCA
PTCHA를 만날 경우 가입이나 로그인 및 특정 행위를 위한 시도 없이 사이트를 떠나
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bot’s Sessions Passed/Failed]
구글은 최근 reCAPTCHA V2의 핵심이 되는 "Advanced Risk Analysis(개량형 위험 분
석)'를 바탕으로 reCAPTCHA V2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인 Invisible reCAPTCHA를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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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ible reCAPTCHA는 사용자의 입력 전과 입력 중인 상태, 그리고 입력 후 등을 적
극적으로 분석하여 사람인지 봇인지를 판별하고 이를 통해 사람일 경우 CAPTCHA를
생략하고 봇일 경우 CAPTCHA를 실행하게 한다.
사람인지 봇인지에 대한 검증은 Background Process에서 튜링 테스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CAPTCHA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 한다.
이러한 발전은 모든 사람의 삶을 편하게 만든다. 봇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으로 최고의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좋
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구글은 reCAPTCHA 항목에서 사용자가 reCAPTCHA V2와 Invisible reCAPTCHA 중에
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reCAPTCHA와 invisible reCAPTCHA 중 선택할 수 있는 Step]

CAPTCHA 제공 사례 분석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CAPTCHA는 웹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
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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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정보에만 의존 된 CAPTCHA Ⅰ
CAPTCHA의 종류
문자 인식 CAPTCHA
다음 스크린 샷은 A 사이트의 회원 가입 페이지의 일부이다.

CAPTCHA 자동가입방지를 위해 문자 인식 기반의 CAPTCHA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
의 대체 수단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CAPTCHA의 용도가 기계(컴퓨터)에 의한 자동 가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C
APTCHA가 가지고 있는 글자 정보는 당연히 마크업 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th>자동가입방지 *</th>
<td>
<div><img src="/img.html"></div>
<div>
<input type="text">
<button type="button" >다른문자 보기</button>
<br> 왼쪽에 보이는 문자를 입력해주세요.
</div>
</td>
이 경우,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여 접근할 경우 어떻게 읽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재연 단계(NVD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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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자동가입방지 부분까지 탐색

스크린리더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에는 ”자동가입방지”, “편집 창”, “다른 문자
보기 버튼”, “왼쪽에 보이는 문자를 입력해주세요.” 뿐, CAPTCHA 의 정보는 실제로
들을 수 없으므로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된다.
개선점
위 실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문자 인식 유형의 CAPTCHA만을 제공한 경우 시각 정
보를 이용할 수 없는 사용자는 해당 기능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각 정보 외 다른 감각 기관을 이용하여 CAPTCHA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른 유형의 (예를 들어, 음성 인식) CAPTCHA를 제공해야 해야 할 것이다.

시각 정보에만 의존 된 CAPTCHA Ⅱ
CAPTCHA의 종류
문자 인식 CAPTCHA
다음 스크린 샷은 A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조회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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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를 위해 CAPTCHA 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과정에 필수로 입력해야만
하는데 제공되는 마크업을 살펴보면 스크린리더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
하지 않았다.
<img src="../simpleCaptcha.png;jsessionid=A3FC..9FF943EB4E"><br>
<p>위의 이미지를 보이는대로 입력해주세요.(대소문자 구분없음)</p>
<input name="answer">
이 경우,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여 접근할 경우 어떻게 읽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재연 단계(NVDA 기준)
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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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위와 같이 지시사항의 내용인 “위의 이미지를 보이는 대로 입
력해주세요.(대소문자 구분 없음)”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지시사항이 가리키는 콘텐
츠는 “빈줄”로 들리고 있어 필요한 내용을 인식할 수 없다.
심지어 대체텍스트가 정의되지 않아 국내 사용자들의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
는 센스리더로 접근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 파일명(src 속성 값)을 그대로 읽어주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콘텐츠로 인식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CAPTCHA 정보 인식을 시각에 의존하는 방식만을 사용하고,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정
보가 없다. 결국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CAPTCHA를 통한 인증 과정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개선점
본 사례와 같이 단일 감각(시각)에만 의존한 CAPTCHA가 아닌, 다른 감각 또는 다른
형태의 대체 수단을 함께 제공하여 특정 감각에 장애가 있더라도 인증 과정을 통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이미지)로 구성된 지시사항과 CAPTCHA
CAPTCHA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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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인식 CAPTCHA
다음 이미지는 특정 기기의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과정의 일부이다.

해당 기기를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그인 과정에 필수로 제공된 CAPTCHA
영역의 마크업을 살펴보면 스크린리더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다.
<tr id="captchatr1">
<td colspan="2">
<input type="text" autocomplete="off" spellcheck="false"
class="login_input" name="captcha_code"
onfocus="ChangeCaptchaInputBg('clear');"
onkeydown="if (event.keyCode == 13) LoginProcess();"
style="background-image: url('/images2/login_str_captcha_bg.kr.gif');
width: 255px; height: 21px;" tabindex="3" >
</td>
</tr>
<tr id="captchatr2"><td colspan="2" height="5"></td></tr>
<tr id="captchatr3">
<td colspan="2" height="72">
<tr>
<td widt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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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2/login_bt_refresh.kr.gif" border="0"
onclick="RenewCaptchaImage();" style="cursor:pointer;">
</td>
<td>
<iframe width="201" height="70" frameborder="no"
name="iframe_captcha" id="iframe_captcha"
scrolling="no" src="/sess-bin/captcha.cgi">
</iframe>
</td>
</tr>
이 경우,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여 접근할 경우 어떻게 읽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재연 단계 (NVDA 기준)
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 탐색

인증에 대한 지시사항 부분의 마크업을 보면, 해당 부분이 CAPTCHA 입력 필드 이면
서 동시에, “아래 이미지의 문자를 입력하세요”라는 지시사항을 배경 이미지로 제공
하고 있으나 동등한 수준의 대체텍스트가 누락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시각 정보로만 제공된 CAPTCHA를 인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화면
의 인증 과정에 대한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없으며, 문자 입력필드를 구분할 수도 없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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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CAPTCHA 문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화면이 CAPTCHA 입력이 필요한 구성인 것조차 인식할 수 없다.
개선점
우선 접근성의 기본인 대체텍스트와 레이블 제공이 먼저 준수되어야 한다. CAPTCH
A 인증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시사항(배경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어
야 하며, CAPTCHA 문자 입력 필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입력 서식에 레이블이 제공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감각 (시각)에만 의존한 CAPTCHA가 아닌, 다른 감각 또는 다
른 형태의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하여 감각에 장애가 있더라도 인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초점 및 지시사항 문제가 있는 음성 CAPTCHA
CAPTCHA의 종류
문자 인식 CAPTCHA, 음성 인식 CAPTCHA
이번에 살펴볼 사례에서는 문자 인식 CAPTCHA의 시각 의존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
로 음성 인식 CAPTCHA를 제공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위에서 보여지는 CAPTCHA는 문자 인식 CAPTCHA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시각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음성으로 듣기”를 통한 음성 인식 CAPTCHA
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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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p>...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br>
자동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br>
왼쪽 이미지를 보이는 대로 입력해주세요.
</p>
<input type="text" title="그림문자 입력">
<a href="#" onclick="...">새로고침</a>
<span class="line">|</span>
<a href="#" onclick="...">음성으로 듣기</a>
</td>
해당 마크업에서 a 요소로 제공되고 있는 “음성으로 듣기”를 선택하면 (Enter 키 입
력) 다음과 같이 “음성으로 듣기” 텍스트가 “이미지로 보기”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CAPTCHA 보안 문자가 음성으로 흘러 나온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음성 CAPTCHA 에서는 기차 소리나 음악 소리 위에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주기 때문
에 한 번에 모든 글자를 다 듣지 못해 다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만일,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음성으로 듣기” 링크를 선택 한 후 음성 CAPTCHA가 바
로 들려졌다면, 아마도 다시 듣기 위해 단순히 다시 선택하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될
것이 기대 될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서는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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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제공된 CAPTCHA를 스크린리더로 읽어보도록 하자.
재연 절차(NVDA 기준).
브라우즈 모드로 “새로 고침” 링크 영역까지 탐색
“음성으로 듣기”를 선택하기 위해 Tab 키 이동
“음성으로 듣기” 링크에서 Enter키 입력
음성 CAPTCHA 내용 듣기
다시 Enter키 입력

“음성으로 듣기” 링크를 선택하여 CAPTCHA 음성을 듣고 난 이후, 다시 Enter 키를
입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성으로 듣기”를 선택 했을 때 음성 CAPTCHA가 재생되는 동안 페이지
에서 포커스를 잃고 있는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포커스를 다시 얻기 위해 이전 링크로 돌아갔다가 다시 음성으로 듣기 링
크로 돌아오도록 시도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를 위해 상기 재연 절차에 다음 절차를 추가하여 스크린리더로 어떻게 읽어주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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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절차 추가(NVDA 기준).
Shift + Tab 키를 눌러 이전 포커스 가능한 요소로 초점 이동
Tab 키를 눌러 다시 초점 이동

음성 CAPTCHA를 한 번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음성으로 듣기” 링크는 존재하지 않
는 상태가 되고, 사용자는 오로지 “새로 고침”과 “이미지로 보기” 링크 만을 만나게
된다.
음성 CAPTCHA를 사용 시 “새로 고침”을 선택하면 동일한 보안문자에 대한 음성 CA
PTCHA를 다시 들려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새로 고침”과 “다
시 듣기”가 동일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것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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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CAPTCHA를 사용 할 경우, 사용자가 명확하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으로 인
식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해야 사용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 된다.
또한, 페이지가 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재생과 같은 특정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링크”보다는 “버튼”으로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며, 해당 버튼을 활성화 할
경우 초점이 이동되거나 초점을 잃기 보다는 현재 컨트롤에 머물러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가 다음 행동을 하는데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인식 및 키보드 접근성 문제가 있는 Fun CAPTCHA
CAPTCHA의 종류
게임성(마우스 컨트롤) CAPTCHA, 음성 인식 CAPTCHA
Fun CAPTCHA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W, D, J 등 콘텐츠 관리 시스템
의 플러그인으로 기존의 왜곡된 문자, 광고 문자(e.g CAPTCHA, reCAPTCHA)를 입력
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재미를 부여하고 봇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용자가 봇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글자를 해독하여 타이핑 해야 하는 불편함 없
이, 마우스로 컨트롤하는 미니 게임을 제공함으로 여타 CAPTCHA와 다르게 빠른 완
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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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니 게임을 HTML5 Canvas(또는 Adobe Flash)로 제공하여 마우스 사용자
만이 게임을 실행하여 인증할 수 있고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는 봇이 아님
에도 인증을 수행할 수 없다.
<canvas id="FunCAPTCHA" width="480" height="400">
Loading..
</canvas>
봇이 아닌 사람 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의
경우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유할 수도 있다. 특히 학습 장애 유형의 사용자
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거나,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할 수 있어 접근성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CAPTCHA가 어떤 형태로 인식될까? 스크
린리더에서 Fun CAPTCHA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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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스텝 (NVDA기준)
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을 탐색한다
스크린리더로 접근해보면 CAPTCHA 영역은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
이다.

하지만 다행히 Fun CAPTCHA는 시각 장애 유형의 사용자에게는 오디오 CAPTCHA
를 제공함으로써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대체 인증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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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게임 인증과 달리 오디오 인증의 경우는 키보드 접근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되
어 있어 오디오 CAPTCHA 모드로 변경 후에 들리는 숫자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정
상적으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오디오 CAPTCHA 모드로 변경하는 오디오 아이콘 버튼(버튼이 아닌, 링크로
읽히는 문제도 있다)은 title 속성만으로 "음성 문제로 바꾸기"로 제공하고 있고, 콘
텐츠로는 “ㅁ” 아이콘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사용자에게는 의미 없는 "ㅁ"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시각 장애 유형을 가진 사
용자가 올바르게 인식하여 모드를 변경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해 오디오
CAPTCHA 모드로 전환할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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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음성문제로 바꾸기 기능의 명도대비가 매우
낮아 기능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점
사용자에게 흥미와 재미를 제공한다는 Fun CAPTCHA의 미니 게임 인증은 여타 CAP
TCHA와 비교했을 때 우수하나, 키보드 사용자 및 학습 장애 유형의 사용자를 고려
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면 좀 더 나은 인증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보드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을 개선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 대신 쉽
게 인식 가능한 문제 유형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오디오 CAPTCHA 대체 수단의 경우, CAPTCHA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CAPTCH
A 모드로 전환하는 버튼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링크가 아닌
버튼으로 읽히도록 수정하고, title 속성에 명시한 값을 aria-label 등의 WAI-ARIA 기
술로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혼동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시력을 가진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문제 전환기능의 명도대비를 높
이는 디자인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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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입력 기기에 의존된 방식의 CAPTCHA
CAPTCHA의 종류
게임성(마우스 컨트롤) CAPTCHA
다음은 게임형으로 제공된 CAPTCHA의 한 샘플이다.

<span style="background-image: url('..question_31.png');">
</span>
<p>Verify your real existence<br>Drag mister worm to his apple.</p>
<ul>
<li draggable="true">
<img width="42" height="42" src="../answer_154.png">
</li>
<li draggable="true">
<img width="42" height="42" src="../answer_124.png">
</li>
<li draggable="true">
<img width="42" height="42" src="../answer_117.png">
</li>
<li draggable="true">
<img width="42" height="42" src="../answer_123.png">
</li>
</ul>
<a class="reset">Res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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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APTCHA에서는 인증 과정에서 지시사항 “Drag A to B”라는 내용에 따라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동작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은 키보드로 이용할 수 없는 동작으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지시사항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시사항에 따라 조작해야 하는 선택 항목들은 마크업에서 보여지듯 모두 <li>
요소와 <img> 요소로만 구성되어 초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키보드로는 접근 조
차 불가능하다.
마크업과 화면을 비교해서 보면 콘텐츠의 선형 구조 조차도 적절하지 않다.
지시사항의 최종 목적지인 “his apple”을 나타내고 있는 <span> 영역이 가장 앞서
위치해 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콘텐츠가 비어 있어 스크린리더는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지시사항 “Verify your real existence”, 선택 항목들(이미지 버튼)
순으로 나열되어있어 콘텐츠의 흐름이 지시 사항을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공된 CAPTCHA를 스크린리더로 읽어보도록 하자.
재연 절차(NVDA)
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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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CHA에서 안내하는 지시사항 “Drag mister worm to his apple.”은 명확히 인식
할 수 있지만 지시사항이 벌레씨(Mr. worm)를 사과로 이동시키도록 주문하고는 있
다.
그러나 모든 선택 항목들이 “그래픽”으로만 인식되어지고 있어 벌레씨가 어느 이미
지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사과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조차 없으며, 드래그 행위를
통해 옮겨야 하기 때문에 도무지 손쓸 방법이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할 수 없는 검증과정을 지시하면서 시각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대체수단도 제공되지 않아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이 검증과정을 통
과할 수 없다.
개선점
첫 번째로, 검증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은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해야 한다. 또한 그 지시사항은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자가 모두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래그 앤 드롭”과 같이 마우스만 의존하는 동작이 아니라 “OOO를 선택
하세요”와 같이 키보드나 마우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지시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능이나 정보를 텍스트가 아닌 형태로 제공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보인식을 단일감각(시각)에만 의존하는 CAPTCHA가 아닌, 다른 감각
또는 다른 형태의 대체수단(퀴즈, 오디오 CAPTCHA 등)을 함께 제공하여 감각에 장
애가 있더라도 인증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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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수학식 풀기 CAPTCHA
CAPTCHA의 종류
퀴즈 CAPTCHA
다음은 수학식을 활용하는 CAPTCHA의 한 사례이다.

<p>Prove you're not a robot! Enter the result:</p>
<span id="reload_ecaptcha_demo" style="cursor:pointer;">
<img src="/libs/ecaptcha/refresh.png" alt="" title="reload">
</span>
<img alt="" src="/ecaptcha_security.php?...">
<input type="text" name="ecaptcha" pattern="\d+" required >
수학식으로 제공된 간단한 문제를 풀고 정답을 입력하는 퀴즈형태의 CAPTCHA는 특
정 감각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각장애 유형이 검증과
정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 소개되는 CAPTCHA는 수학식 문제를 이미지로 표시하고 대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스크린리더로 접근했을 때는 어떨까? 다음 재연 절차에 따라 이 부분을 NVDA를 통
해 음성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재연 절차(NV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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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 탐색

수학식 이미지 영역에 대체텍스트가 공백(alt=””)으로 처리되어 있고, 다른 형태의 대
체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수학식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없
어 검증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학식을 대체정보로 제공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답을 입력해야 하는
편집 창 영역에 용도를 알 수 있는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사용자는 답을 어느 곳에 입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검증과정을 통
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개선점
수학식CAPTCHA는 수학식의 인식을 통해 로봇을 구분하는 것뿐 아니라 수학식을 풀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로봇을 구분하는 과정이므로 우선은 수학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수학식 문제의 정답을 입력하는 편집 창 영역에 해당 영역의 용도를 알 수 있도
록 <label> 요소나 title 속성 통해 적절한 레이블을 명시해야 한다.

대체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제공된 CAPTCHA
CAPTCHA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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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인식 CAPTCHA
다음은 대체수단이 제공된 보안문자 CAPTCHA의 한 사례이다.

<input type="text" name="guesscaptcha" autocomplete="off">
<span class="check_message">
보안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span>
<div class="secret_viewer">
<img src="/_c21_/Captcha.jpg" alt="보안문자 이미지">
<a class="btn_captcha_viewer" href="#">
<img src="../btn_refresh.gif" alt="다른그림보기">
</a>
<div id="guess_sound">
<a class="btn_captcha_player" href="#">
<img src="../btn_listen.gif" alt="들리는 대로 문자 5개를 입력해주세요">
</a>
</div>
</div>
이 CAPTCHA는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인증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음
성인식 CAPTCHA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듣기 기능에 대체텍스트가 적절하지 않아 사용자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다음 재연 절차에 따라 스크린리더가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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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절차(NVDA 기준).
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 탐색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 즉 듣기 기능을 위한 버튼에 <img> 요소를 사용하고 대체텍
스트를 “들리는 대로 문자 5개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제공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영역을 지시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듣기 기능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음성 CAPTCHA 듣기 버튼을 찾아서 콘
텐츠를 위/아래로 탐색하게 되지만 지시사항 외에 다른 기능을 발견할 수 없어 혼란
에 빠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편집 창에 용도를 알려주는 적절한
레이블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배치 순서도 적절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안문자 입력 편집 창에 먼저 접근한 뒤 음성으로 듣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므로 사
용자는 음성을 들은 후 콘텐츠를 역으로 탐색하여 입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시
사항에 따라 CAPTCHA 정보를 인식하고 입력하게 되는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고, 콘
텐츠를 불필요하게 여러 번 왕복하여 탐색하게 되는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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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의 듣기 버튼에 제공된 대체텍스트를 “음성으로 듣기”와 같이 기능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기존의 제공된 대체텍스트 “들리는 대로”는 대체수단으로 제공 된 음
성 CAPTCHA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듣기 버튼 인근에 대체텍스트가 아닌 별도의
텍스트 콘텐츠를 함께 제공 한다.
레이블이 누락된 보안문자 입력 편집 창에는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안문자
입력”과 같은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CAPTCHA 영역의 마크업 순서는 “지시사항 >
음성듣기 > 입력편집 창” 과 같이 수정하여 콘텐츠를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CAPTCHA
CAPTCHA의 종류
문자 인식 CAPTCHA, 비대면 인증
다음은 로그인 기능에 제공된 CAPTCHA의 한 사례이다.

<fieldset>
<legend>로그인</legend>
<p class="inp">
<label for="userid">아이디</label>
<input type="text" name="userid" id="userid">
</p>
<p class="i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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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for="passwd">비밀번호</label>
<input type="password" name="passwd" id="passwd">
</p>
</fieldset>
<p class="desc">
CAPCHA 입력 대신 휴대폰 문자인증을 합니다.
<a href="#" onclick="goAnsim(); return false;"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보기">인증하기</a>
</p>
<div class="captcha">
<p class="bg">
<img id="captchaimg" src="../captcha2.gif"
alt="캡차이미지" width="365" height="85">
</p>
<p class="cont">
<span class="inp">
<input type="text" id="captchavalue"
title="캡차문자입력"
placeholder="보안문자를 입력해주세요">
</span>
<a href="#" onclick="recaptcha(); return false;">
<img src="/2013/images/member/login_refresh.png"
alt="이미지 새로고침">
</a>
</p>
</div>
이 CAPTCHA는 얼핏 보면 보안문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크린리더로 접근해 보면 보안문자 CAPTCHA외에 제공된 인증
수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재연 절차를 따라 스크린리더가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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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절차(NVDA 기준).
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 탐색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스크린리더로 들어보면 “CAPTCHA 입력대신 휴대폰 문자
인증을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인증하기 링크”가 대체수단으로 제공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문자 인식 CAPTCHA를 통한 인증 과정을 수행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제공된 대체 수단의 형태가 적절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휴대폰이라는 제한된 매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인증은 기존에
제공된 문자인식 CAPTCHA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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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 인증과정에서도 또 다른 CAPTCHA가 나타나 사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
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대체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선점
현재 제공한 문자인식 CAPTCHA에 음성 CAPTCHA와 같이 동등한 수준의 대체 수단
을 제공한다.

발음을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 CAPTCHA
CAPTCHA의 종류
음성 인식 CAPTCHA
다음 페이지는 문자 인식 CAPTCHA의 대체 수단으로 오디오 CAPTCHA를 제공한 사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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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ogin_box_tit">
<label for="userPw">비밀번호</label>
</span>
<input type="password" id="userPw" name="userPw"
title="비밀번호">
<span class="login_captcha_img">
<img id="captchaImg" src="/CaptCha" alt="자동입력방지문자">
</span>
<div class="login_box">
<span class="login_box_tit"></span>
<a href="#..." title="음성듣기"
onclick="javascript:capAudio(); return false;">
<span class="login_captcha_voc">
<img src="speaker_icon.png" alt="음성듣기"> 음성듣기
</span>
</a>
<a href="#..." id="refresh" title="새로고침"
onclick="javascript:refresh(); return false;">
<span class="login_captcha_rfh">
<img src="/refresh_icon.png"alt="새로고침"> 새로고침
</span>
</a>
</div>
<div class="login_box">
<span class="login_box_tit">
<label for="cap">문자입력</label>
</span>
<input type="text" id="cap" maxlength="6" name="cap"
title="자동입력방지문자인 위의 6자리 문자를 입력하세요">
</div>
이 사례에서 음성 CAPTCHA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되는 문자에 숫
자가 아닌 발음이 있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어 음성으로만 들을 경우 발음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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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간혹 발음을 구분하기 어려운 한글이 나오기 때문
에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위 화면 CAPTCHA에서 보듯, “놉”은 “높”과 “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
며 “숩”은 “숲”, “습”, “숩” 등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놉사숩칠구오”처럼 숫자와 함께 한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어느 글자가 숫자이
고 어느 글자가 한글인지 구분하는 것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시각장애인이 음
성 CAPTCHA로 들리는 문구를 명확히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개선점
오디오 CAPTCHA로 제공했을 때 발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텍스트를 사
용하여 발음을 구분으로 인해 인증 통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복합적인 reCAPTCHA
CAPTCHA의 종류
문자인식 CAPTCHA
다음은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reCAPTCHA 사례이다.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상자를 선택했을 때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 인증과정
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스크린리더를 사용하거나 키보드로 접근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추가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크상자를 선택한 후에 나오는 추가 인증수단은 이미지 CAPTCHA로 지시사항에 따
라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형태이다. 다음 과정이 나타났을 때 사용자가 선택했
던 체크상자의 선택상태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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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샷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 단계인 이미지 CAPTCHA가 나타났을 때 뒤 편에
가려진 체크상자는 해제된 상태로 유지된다.
봇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상태가 아니므로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reCA
PTCHA를 대체하는 수단인 이미지 reCAPTCHA가 표시된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 사용자나 인지 장애인 사용자의 경우 내가 선택하려고 한 체크 상자가 선택
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혼란에 빠질 우려
가 매우 높다.
이제 이미지 CAPTCHA 영역을 확인해보자.
<div class="rc-imageselect-desc-no-canonical">
<strong>매장 정면</strong>이 있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세요.
<br>
<span>
위의 조건과 일치하는 새 이미지를 모두 선택했으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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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
<table class="rc-imageselect-table-33">
<tbody>
<tr>
<td>
<div class="rc-image-tile-target">
<div class="rc-image-tile-wrapper">
<img class="rc-image-tile-33" src="..."> ...
</div>
</div>
</td>
<td>
<div class="rc-image-tile-target">
<div class="rc-image-tile-wrapper">
<img class="rc-image-tile-33" src="..."> ...
</div>
</div>
</td>
...
지시사항에 따라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키보드만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
이미지 영역의 마크업을 살펴보면 단순히 <div> 요소에 <img> 요소만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키보드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시각에 장애가 없더라도 키보드만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이라면 시각 장애인과 같이
오디오 CAPTCHA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본 사례의 화면과 같이 무엇을 “매장”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 애매한
경우에는 비단 장애인 뿐만 혼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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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인식 CAPTCHA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인증수단에 속한다.
이 곳에서 안내되고 있는 지시사항 “매장 정면이 포함된 이미지를”은 오디오 CAPTC
HA와 같은 대체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시각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내
용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관련 없는 콘텐츠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된 오디오 CAPTCHA는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다행히 오디오 CAPTCHA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데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제공된 대체수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마우스 사용자의 경우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많
은 반면, 키보드나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상자 선택” > “오디오
보안 문자 받기 버튼 선택” > “재생버튼 실행” > “편집 창에 입력” > “확인버튼 선
택”과 같이 매우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대체수단은 동등한 수준의 대체수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개선점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상자를 선택 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이미지 CAPTCHA로
이동하는 경우 스크린리더로 체크상자가 해제 상태로 인식되면 사용자가 혼란에 빠
질 수 있으므로 체크상자 콘텐츠가 스크린리더에서 인식되지 않도록 숨김 처리(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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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true”)하고 키보드 초점이 진입되지 않도록 tabindex=”-1” 속성을 사용한
다.
혹은 체크상자가 해제된 것을 인식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속성을 사용하여 도움말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디오 듣기
기능을 사용하여 인증을 통과하세요”을 제공한다.
이미지 CAPTCHA 단계에서 키보드로 이미지를 선택/해제할 수 있도록 키보드로 접
근 가능한 요소(버튼 등)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재구성한다.

과도하게 제공된 CAPTCHA
CAPTCHA의 종류
문자 인식 CAPTCHA, 오디오 CAPTCHA
다음은 문자 인식 CAPTCHA이 사용과 더불어 시각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
해 오디오 CAPTCHA를 제공한 사례이다.

다음 재연 절차를 따라 스크린리더가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살펴보자.
재연 절차(NVDA)
브라우즈 모드로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 탐색
“모두 사용하기” 체크 상자를 space 키를 사용하여 체크 설정
- 45 -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용 계속 탐색

보안 문자 영역의 대체텍스트 및 버튼의 기능이 명확하게 제공되어 있고, 음성 듣기
기능 역시 발음이 명확하게 제공되어 있다.
음성 듣기 기능을 사용해보면 발음 또한 명확하게 제공되어 시각 장애인이더라도 인
증 과정을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다.
다만, CAPTCHA를 제공하는 방식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콘텐츠에서 이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현재 CAPTCHA가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영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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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CHA의 목적이 사람과 봇을 구분하기 위함인데,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사
용하는 행위만 봇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까?
더구나 제휴된 다른 서비스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포인트를 사
용하는 영역인데 CAPTCHA를 활용한 별도의 인증 과정을 두고 있다.
사용하는 기능의 보안적 중요도에 비해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검증 수단으로 사
이트 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선점
CAPTCHA의 목적에 따라 사람과 봇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 굳이 CA
PTCHA를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오히려 사용자의 불편함을 가중 시킬 뿐이
다.

CAPTCHA 접근성 제언
앞서 살펴본 CAPTCHA 제공 사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문자 유형의 CAPTCHA 중 대체 정보나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스크린리더 등을 사용
하는 전맹 시각 장애인은 CAPTCHA의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음성 CAPTCHA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 번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음성으로 듣기” 링
크가 존재하지 않아 반복 청취가 불가능하게 제공된 경우,
CAPTCHA 인증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만으로 제공하여 키보드 사용자의 접근을 불
가능하게 한 경우,
CAPTCHA의 답을 입력해야 하는 편집 창 영역에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아 용도를 이
해할 수 없도록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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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의 CAPTCHA 사례가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CAPTCHA를 제공할 경우 다음
에 등장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CAPTCHA 서비스의 사용자 요구사항
CAPTCHA의 선형 구조는 콘텐츠의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논리적인
흐름에 맞는 CAPTCHA 콘텐츠의 예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지시사항이 등장하고 다
음으로 CAPTCHA 콘텐츠 제시 후 CAPTCHA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상자 순으
로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문자 인식, 이미지 유형의 CAPTCHA와 같이 정보 인식을 단일 감각에만 의존하는 경
우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한다. 이때 대체 수단의 예로 음성 CAPTCHA 제공을 들 수
있다.
CAPTCHA 항목의 선택이나 기능 실행 등 마우스로 조작해야 하는 모든 항목은 동등
한 수준의 키보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옵션 선택, 값 입력 등의 입력 서식에서 적절한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대체 수단은 기본으로 제공된 검증도구에 비해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체 수단을 제공할 때 대체 수단과 무관한 기존 검증수단의 지시사항은 접근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문자 인식이나 이미지 유형의 CAPTCHA의 대안으로 음성 C
APTCHA를 제공한다면 기존 유형에 대한 안내 및 지시사항은 숨김 처리 하거나 비
활성화 시켜 제공해야 한다.
보안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CAPTCHA를 도입하는 것을 잘못된 일
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안이라는 이름아래 도입한 CAPTCHA로 인해 서비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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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불편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좀 더 나은 대안이 없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
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 키보드(보안 키보드)
가상 키보드란?
가상 키보드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키보드가 아니라 화면에 가상으로 나타나는 키보
드이다. 이러한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
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물리적인 키
보드로 입력할 경우 해킹프로그램이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키 값을 탈취하여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국내 및 해외 은행의 가상 키보드 화면이다.

[모바일 뱅킹 가상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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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상 키보드 자판을 살펴보면 QWERTY 유형과 ABC 유형이 있다. QWERTY 혹
은 ABC 자판 배열은 일반적인 키보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적응하여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입력 값의 좌표와 사용하고 있는 자판의 배열 또한
가로채기 쉬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입력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작위 키 배열을 사용하는 방식도 등장했
다. 그러나 무작위 키 배열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응용하여, 무작위로 여백을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기존 QWERTY 자판에 임의의 무작위 여백을 삽입함으로써 전체적인 배열
은 유지하되 입력 좌표를 통한 입력 키에 대한 유추를 어렵게 만든 방식이다.

[QWERTY 기반 무작위 여백 방식]

가상 키보드와 보안
일반적으로 키보드에 키를 입력하면 키보드에 연결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키보드
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이 때 키보드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가 운영체제에 도달하면 키보드 장치 드라이버에
서 문자, 숫자 및 기호에 대한 키보드 "스캔 코드"의 변환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키
로거(Keylogger)가 가로챈다.
즉, 해커가 사용자 계정 정보를 가로채기 위해 사용자의 입력을 기록하는 악성 코드
인 키로거를 사용하여, 키 입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운영체제를 통해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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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 키보드가 등장하였으나, 일부 해킹 시도는 무
력화 시킬 수 있지만 모든 해킹 시도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키로거가 다른 형태의 악성 코드에 불과하
다는 것이다. 키로깅(keylogging) 멀웨어(Malware)가 실제로 키 입력을 포함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
마우스를 사용하면 가상 키보드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키 정보를 감출 수 있지만,
키로거는 모든 마우스 클릭에 대해 클릭 한 위치와 순서를 정확히 보여주는 이미지
를 캡쳐할 수 있다. 바로 사용자의 가상 키 입력을 캡쳐한 것이다.
키로깅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마우스 인터랙션에 따른 키보드 레이아웃 화면을
획득 함으로 일반적인 보안 기술을 회피할 수 있다. 키로거는 키보드 배치 방식에 관
계 없이 보고 있는 내용과 클릭 한 위치를 기록한다.
더 스쿠프(The SCOO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CS(Remote Control System - 원
격조정시스템) 해킹 툴을 이용해 국내 금융회사 35곳(저축은행 제외),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공공 I-PIN에 설치된 ‘가상 키보드’의 보안 능력을 검증한 결과
는 참혹했다.
RCS에 의한 해킹 성공률이 무려 9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해킹 방지를 위해 도입
한 가상 키보드가 해커의 공격을 거의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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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에 해킹 된 가상 키보드 시연 모습]
위 그림에서 좌측은 사용자의 PC이고 우측은 해커의 PC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서 가상 키보드에 마우스를 활용해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1)하면, 해커의 P
C에 사용자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 정보(2)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가 무력하게 해커에게 노출
된 셈이다.

가상 키보드 제공의 국내 법적 근거
앞서 살펴본 문제점처럼 ‘가상 키보드의 보안능력이 약하다’는 지적은 이미 수년 전
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보안이 취약한 가상 키보드를 기업에서 아직까지 고
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에서는 가상 키보드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채우기
위한 불가피 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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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키보드 제공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행정규칙]
기업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의 행정규칙 중 전자금융업무의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항목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해당 행정규칙에 따르면 이용자 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 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
로그램 해제 가능) 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0년 8월 12일의 시행세칙이고, 2012년 5월 29일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은 폐지되었다. 결국 기업은 이미 폐지된 내용을 설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자율 보안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가상키보드를 꼭 써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금융보
안원의 보안 취약점 진단에서 보안 가상 키보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제공하지 않
으면 취약점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시행세칙에서 제외 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
로는 설치를 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는 후문도 있다.

가상 키보드 제공 사례 분석
가상 키보드는 사용자 입력 값을 받아야 하는 입력서식 중에서도 보안이 필요한 콘
텐츠 유형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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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력양식은 특별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결제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유형으로는 사용자 로그인, 카드번호 입력, 각
종 비밀번호 입력 등을 들 수 있다. 웹을 활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 키보드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접근할 수 없는 암호입력 키패드
암호입력 키패드의 인식 및 키보드 접근
다음은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암호입력 화면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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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 암호입력 키패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크린리더
사용자의 경우, 암호입력 키패드를 인식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음 재연 절차를 따라 스크린리더가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살펴보자.
재연 절차(NVDA)
방향키를 이용하여 아래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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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으로 들리는 내용 중 가장 심각한 이슈는 가상 키패드의 숫자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음성만 들은 상태에서는 표 형태로 만들어진 클릭 가능한 콘텐츠들이 나열되어있다
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키패드 숫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클릭 가능 콘텐츠들
이 제공하는 기능을 전혀 알 수 없다.
키패드 영역의 마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d>
<a class="key" onclick="doClick('0')">
<span class="number key1_1"></span>
</a>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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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패드 영역에서 어떤 정보도 음성으로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가상 키패드의 버튼
이 링크로 구현되었지만 링크에는 기능을 알 수 있는 링크 텍스트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스크린리더로 들을 수 있는 텍스트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가상 키
패드에 접근하더라도 키패드의 기능을 인식할 수 없다.
유사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키패드 마크업도 한 번 살펴보자.
<td class="rocketpay-keypad-td">
<a class="rocketpay-keypad-key" href="#" data-key="E17qphjHIM">
<span class="rocketpay-keypad-position-2"></span>
</a>
</td>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의 암호 입력 키패드 마크업이지만 이전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곳에서도 키패드 영역에 키를 구분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다.
스크린리더를 통해 키패드의 내용을 듣고 입력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키패드 정보
를 음성으로 인식할 수 없어 암호를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연결된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만 누락된 것은 아니다. 키보드만 사용하는 사용자가 키보드
로 초점을 이동하여 보안 키패드에 접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키패드 영역의 마크업을 살펴보면 키보드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a onclick="doClick('1');" class="key">
<span class="number key1_2"></sp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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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를 입력 하는 키패드를 a 요소로 구성하고 href 속성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키보드로 링크에 접근할 수 없어 키패드 입력이 불가능하다.
키보드로 접근할 수 없는 또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의 마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button class="nfilter_keypad_button"
style="position:absolute; left:79px; top:-1px; width:76px;
height:45px; display:block;"
ondragstart="return false;" onmousedown="return false;"
onmouseup="javascript:nFilterOnKeyClick(this)"
ondoubleclick="return false;"
ontouchstart="javascript:nFilterOnTouchstart()"
ontouchend="javascript:nFilterOnTouchend(this)"
id="tnn3qbpvfy" alt="Virtual Keyboard">
</button>
.nfilter_keypad_button {
background: transparent 0 0 repeat scroll
url(/pages/images/v2/nfilter_keypad_transparent.png);
border: none; cursor: pointer; overflow: hidden; outline: none; display: block;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0,0,0);
-webkit-tap-highlight-color: transparent;
}
키패드를 구성하는 버튼에 outline: none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어 키보드로 접근하
더라도 어느 키패드에 접근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Tab키에 의한 키보드 초점 이동이 키패드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
에 키보드 사용자 또한 키패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간편결제 콘텐츠에서 키패드 영역에서만 이슈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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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키패드를 입력할 때 현재 몇 글자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이 사례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사이에 입
력해야 할 개수와 현재 입력된 개수를 알 수 있는 박스 영역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스크린리더로 들어보고 어떤 정보가 인식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암호글자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영역에서 음성으로는 아무런 정보도 인지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입력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총 몇 글자를
입력해야 하고 현재 몇 글자까지 입력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의 마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2 class="h2 center">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h2>
<div class="password center">
<span class="charactor on" id="key_1"></span>
<span class="charactor" id="key_2"></span>
<span class="charactor" id="key_3"></span>
<span class="charactor" id="key_4"></span>
<span class="charactor" id="key_5"></span>
<span class="charactor" id="key_6"></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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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마크업을 보면 글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IR(Image Replacement)기법을 사용하여 글자수를 구분하는 배경 이미지를 제공하면
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스크린리더로는 어떤 정보도 인
식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에서는 이 영역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마크업을 살펴보자.
<button type="button" class="bt_scu active" id="scu1" name="keyPadPassword"
style="">
<span id="b0" class="spr active">*</span>
<span id="b1" class="spr active">*</span>
<span id="b2" class="spr">*</span>
<span id="b3" class="spr">*</span>
<span id="b4" class="spr">*</span>
<span id="b5" class="spr">*</span>
</button>
해당 글자수 영역에 *를 제공하여 글자수가 몇 개인지 확인은 가능하지만 현재 입력
된 글자수와 입력되지 않은 글자수를 구분할 수는 없다. 서로 다른 class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입력 된 글자수를 구분하고 있지만 동등한 수준의 대체텍스트는 제공하
지 않은 것이다.
추가로, 기능이 없는 암호 글자수 영역을 button 요소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음성으
로 정보를 인지하는 시각장애인이 콘텐츠의 목적이나 용도를 오해하게 되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다.
다른 서비스의 동일한 콘텐츠는 마크업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이슈를 발견할
수 있다.
<a href="#none" class="masking-box" id="masking-box">
<span class="active">첫번째 마스킹 문자</span>
- 60 -

<span class="active">두번째 마스킹 문자</span>
<span class="">세번째 마스킹 문자</span>
<span class="">네번째 마스킹 문자</span>
<span class="">다섯번째 마스킹 문자</span>
<span class="">여섯번째 마스킹 문자</span>
</a>
이 서비스에서는 암호 글자수 영역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전 사례와
같이 입력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입
력된 글자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이 사례에서도 기능이 없는 암호 글자수 영역에 a 요소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링크로 오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암호 키패드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키보드 초점의 접근을 막았으며, 현재
입력된 글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이 동일 유형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
태이다.
더구나 해당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추가 적립 등의 혜택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 서비
스 접근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책
보안 키패드를 제공하는 암호 입력 화면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는 암호를 입력할 수
없다는 점이고 다음 이슈는 입력 글자수에 대한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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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입력된 글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유
형의 콘텐츠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암호입력 필드의 제공 방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
다.

점으로 표시된 입력 글자수 표시 영역을 음성으로 확인해보면 “암호필드 6개 중 2개
의 값 입력됨”과 같은 형태로 음성이 출력되고 있다.
이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현재 글자수와 전체 글
자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웹에서 제공하는 가상 키패드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보조기술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
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장애인이 보안 키패드를 이용할 수 없는 이슈를 그대
로 방치한다면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
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행위로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장애인도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고민하는 정책
적인 면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 62 -

보안 키패드는 사용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수단의 한 종류이며 일정한 보안 수준을
보장한다. 보안 키패드 외에도 동등한 보안 수준을 보장하는 다른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인증수단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함께 제공되는 또 다른 인증수단(또는 그 조합)은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
장하는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보안 정책과 인증수단 제공을 다변화하여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키패드
개인 뱅킹 서비스에서 암호와 같이 입력 값의 보호가 필요한 입력필드는 가상 키패
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상 키패드 또한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와 키보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구현되어 동일한 접근
성 이슈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력 값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상 키패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
다. 금융분야에서는 사용자의 입력 값 보호에 가상 키패드와,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 환경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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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보안이슈와 함께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만약 사용자의 PC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환경이라면, 보안이 필요한 입
력양식에서 가상 키패드를 해제하고 일반 키보드로 편집 창에 직접 입력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보안 키패드를 이용할 수 없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필
요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이 제공되었다.
이런 사용 환경은 단순히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서
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게 되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용자 입력 값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접근성 이슈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키보드 입력 값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키보드 입력 값을 모두 암호화하므로, 프로그램적으로는 어
떤 정보가 입력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키보드 입력 값을 확인하여 음성 출력하는 스크린리더는 현재 입력하고 있는
글자를 정확히 읽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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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bcd1234”를 입력하더라도 스크린리더는 “aaaa1111”과 같은 형태의 음
성만 들리게 되어 내가 어떤 글자를 입력하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물론 입력 값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도록 마스킹하는 경우라면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성 이슈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마스킹되지 않는 입력필드에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잘못된 정보(a와 1로 구성된)만을 인식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필요한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사
용자가 상대적인 정보의 차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보조 기술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를 살펴보자.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기술을 활용한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이다.

접근성 기능 중에서도 마우스 키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 마우스 대신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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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키보드의 숫자패드를 이용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상하좌우로 조작하기 때
문에 키보드 만으로도 마우스 포인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는 마우스 키 기능을
활용한 마우스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편리하게 웹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장애 환경에 또
다른 장애를 추가로 야기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키보드보안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서만 선
택적으로 적용하되, 다른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정책은 무엇일까?
보안 키패드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사용 환경에서 마우스 키 기능 사
용자에게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보안 키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
한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이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스크린리더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안에 대한 정책은 하나의 절대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체수단
보안 키패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수단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뿐 일까?
PC와 모바일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의 간편결제 서비스 사례를 통해 또
다른 대체 수단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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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결제서비스에서 암호입력 화면이 바로 나오는 것과 달리 해당 사례는 휴대폰 번
호 입력 화면이 나타나고, PC 환경에서 결제를 요청했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결제수단과의 연동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다른 간편결제와 동일하게 웹에서 가상 키패드로 암호를 입력하는
형태로 서비스 되었으나, PC 웹 환경에서는 가상 키패드의 기술적인 이슈로 접근성
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슈가 발견되었다.
그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 입력을 받도록 제공하고 있다.

PC 웹에서의 이슈를 모바일로 확장하여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PC웹 환경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면 접근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이용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생
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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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로 구현된 가상 키보드
다음은 앞서 살펴 본 접근성 문제 중 일부가 개선 된 가상키보드로, ActiveX 나 플러
그인 없이 웹 기술로만 구현된 사례이다.

어떤 점이 개선 되었는지를 다음 재연 절차에 따라 NVD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재연절차(NVDA)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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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출력과 같이 “가상 키보드”라는 제목을 통해 현재 접근된 영역부터가 가상 키
보드 임을 알 수 있고, 각 키의 이름이 명확하게 읽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의 마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div>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0.png" alt="1">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1.png" alt="2">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2.png" alt="3">
</a>
<img src="btn_blank.png" alt=" ">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3.png" alt="4">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4.png" alt="5">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5.png" alt="6">
</a>
<a href="javascript:vo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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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btn_num_06.png" alt="7">
</a>
<img src="btn_blank.png" alt=" ">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7.png" alt="8">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8.png" alt="9">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num_09.png" alt="0">
</a>
</div>
모두 초점을 얻을 수 있도록 a 요소로 마크업 되어 있고, 각 키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키가 가진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alt 속성에 해당 키 값을 가지고 있다.
영문과 한글이 공존해 있는 키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크업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div>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0.png" alt="q, 비읍">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1.png" alt="w, 지읒">
</a>
<img src="btn_blank.png" alt=" ">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2.png" alt="e, 디귿">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3.png" alt="r,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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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4.png" alt="t, 시옫">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5.png" alt="y, 요">
</a>
<img src="btn_blank.png" alt=" ">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6.png" alt="u, 여">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7.png" alt="i, 야">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8.png" alt="o, 애">
</a>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btn_lower_09.png" alt="p, 에">
</a>
</div>
각 키 마다 영문자와 한글을 모두 읽어주기 때문에 현재 명확하게 어느 키에 접근해
있는지를 인식하기가 쉽다.
많은 가상 키보드들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에 대한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현재 접근
중인 키가 어떤 키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인데 반하여, 이 사례에서는 각 키에 대한
접근이 쉬울뿐더러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키보드 만으로 접근 할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각 키 별로 초점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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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어느 키에 접근 중인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키보드 사용자의 경우에도
무리 없는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접근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을 살펴보면 보안 상의 이유로 RCS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하는 키를 캡
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러링 되는 두 개의 마우스 포인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러링 되는 마우스는 현재 접근 중인 키보드를 파악하는데 종종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는 인지 장애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유발
한다.
꼭 인지 장애가 아니더라도, 장애가 없는 사용자 역시도 잠시 한 눈을 팔고 다시 마
우스를 사용하려면 현재 마우스의 실제 위치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몇 번의 움직임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확인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가상 키보드 사용 여부의 체크상자가 입력상자 이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입력상자에 키를 입력한 이후에야 가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을 NVDA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재연 절차(NVDA)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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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편집 창에 접근하게 되면 이후를 다 읽어본 이후에 편집하기보다는 접근
즉시 값을 입력하게 될 터이다.
이 순서로 접근을 하게 되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로그인 버튼 이후에 무언가 입력
과 관계된 추가적인 컨트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안 키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그 외에도 스크린리더로 접근 시 레이어로 제공된 가상 키보드 외 다른 콘텐츠 영역
에도 접근이 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가상 키보드가 화면 상에 표시되고 가상 키보드 패널이 초점을 얻을 때, 스크린리더
가 브라우즈 모드(가상커서 모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포커스 모드에서
사용하듯 Tab키를 이용하여 탐색하지 않고 방향키를 이용하여 접근하게 된다.
이 경우, 가상 키보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문서 탐색이 계속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
생되게 된다.
거론한 문제점이 해결 된다면, 접근 가능한 가상 키보드로서 사용자가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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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키보드 대체 수단
앞의 보안 키패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일 보안수단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접근
성 이슈를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서비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체수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자.
먼저, 사용자의 확인을 위해 페이지 상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SMS를
통해 인증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서비스 내에 예치 되어 있는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 스크린 샷과 같이
사용자가 “동의함”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SMS가 전송되고, 전송 받은 SMS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한 번호를 회신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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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기까지 제한 시간도 없고, SMS를 전송 받을 휴대폰만 있다면 모두 어려움 없
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연이체 대체 수단
이 방법은 착오 송금 또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찾거
나 보낼 때 일정 시간 ‘지연’ 시켜 처리한다. 이 때 지연 시간이 금융 사기범들에게
넘어가는 돈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지연이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신청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지연이체가 사용
되고 있지 않다.
반면 중국에서는 급증하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방지를 목적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송금 때 24시간 후에 이체되도록 하는 방안을 대다수 금융
기관에 도입(2016년 12월)하였다. 은행 간 계좌 이체는 실시간 또는 길어야 2시간 이
내 이루어 졌는데 기존의 제도를 대폭 조정한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연이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사례를 살펴 보면 나라 별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금융 사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연 이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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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행 이체는 실시간으로 가능.
타행 이체는 경우에 따라 1~3일 소요.
소요시간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타행 이체 시 익일 기준 10달러 부과)

일본

자행 이체는 평일 19시 이전.
타행 이체는 평일 15시 이전 이체한 경우에 한해 당일 이
체 가능.
휴일의 경우 다음 영업 일에 이체.
단, 이체 자금 및 수수료는 접수 시점에 인출.

홍콩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신청할 경우, 금융 직원 단말기에서
신청 내용을 불러와 건 별로 승인하는 절차 수행
(수신 계좌 유효 여부, 블랙리스트 계좌 여부 체크)
실 송금에는 몇 시간 지연 처리
한도 지정한 경우에만 이체 가능.

독일

자행/타행 이체 모두 1~2일 소요

지연이체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체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보안 목적으로
차단하는 대신, 금융 기관 인증(홍콩 사례 참고)을 통해 금융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알아 본 해외 사례와 같이 지연이체 제도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일관되게 모든 금
융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물론 기존의 실시간 이체에 익숙한 사용자가 불편
해 할 수 있으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수긍되도록 어필한다면 사용자도 받아
들일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에 대한 보안 책임을 금융 기관에서 지게 되므로 책임의식을 강
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IT 기술 등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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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키보드 입력 단계에서 보안을 이유로 입력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없어
져 접근성 문제를 보안과 결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입력한 키 정보를 듣는데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 것이고, 입력
해야 할 키 개수도 사전에 들어 알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아래 코드를 살펴보면 각 input 요소마다 레이블(label)을 제공함으로 시각장애인 사
용자가 스크린리더를 통해 해당 요소에 접근할 때 몇 번째 비밀번호 입력 창인지 듣
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입력된 상태를 읽어주므로(WAI-A
RIA Live Region 사용) 입력해야 할 비밀번호 개수와 입력된 개수를 확인 가능하다.
<h2 class="h2 center">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h2>
<div class="pw-input-group" role="group">
<input type="password" class="inputted"
required aria-label="첫번째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class="inputted"
required aria-label="두번째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required aria-label="세번째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required aria-label="네번째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required aria-label="다섯번째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required aria-label="여섯번째 비밀번호">
<span aria-live="polite">
비밀번호 입력 6개 중, 2개 값 입력됨.
</span>
</div>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가지
므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융 기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안 투자가 불가피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별도의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수하고 안전한 보안 대책 및 사고 후 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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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객에게 각인 시켜 줌에 따라 신뢰감을 가진 충성 고객을 크게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회용 액세스 토큰 대체 수단
1회용 액세스 토큰(One-time Access Token 또는 Static Token으로 불림)은 보안 키
보드를 대체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토큰을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쳐 인증하는 방법이다.
최신 인증 및 인증 솔루션은 프로토콜에 토큰 개념을 도입했다. 토큰은 사용자 권한
정보를 전달하는 특수하게 조작된 데이터 조각을 말한다. 다시 말해 토큰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정보 조각이다.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에서 사용자 정보 토큰을 통해 인증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 리
소스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다.

액세스 토큰은 데이터 리소스에 직접 접근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다. 토큰 인증 과정
을 설명하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리소스를 관리하는 서버에 액세스 토큰을 전달하
면 해당 서버는 토큰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한 후,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리소스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액세스 토큰은 만료 날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토큰 만료 시간(Expire Time)을 설정
하여 1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토큰을 사용한 보안 프로세스를 좀 더 상세
히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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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사용자 계정 정보(ID/Password)와 current_time 변수 정보(서버의 데
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스토리지에 모두 저장)를 API를 통해 서버에 토큰을 요청하
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입력을 해석하고 해시 토큰(예: 58f52c075aca5d3e0786959
8c4d66648)을 생성하고 이를 서버 측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 응답
으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토큰을 클라이언트 스토리지(예: sessionStorag
e. 세션 스토리지는 세션이 만료되면 파기 된다)에 저장하고, 토큰 + 인증 요청 과정
에서 보낸 current_time 변수를 사용하여 새 해시 토큰(main_token이라고 한다)을
생성한다.
서버 또한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클라이언트와 일치하는 토
큰을 만든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API를 통해 요청(Request) 할 때마다 생성된 메인 토큰(main_tok
en)을 서버에 보내면, 서버는 서버에서 생성 된 메인 토큰과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인
토큰을 비교한다. 각 토큰이 일치하면 데이터 리소스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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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을 이용한 인증 처리 시스템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며 구현하기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안정된 보안을 제공한다. 참고로 이 방법은 수 차례에 걸쳐 검증된 보안
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프로세스에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액세스 토큰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와 함께 제공된 시간 정보(TTL)는 만료 시간이 1초에 가까울 정도로 짧아
야 한다. (이메일의 경우 1초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

TTL이란?
Time to Live의 약자로 컴퓨터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유효 기간을 나타내기 위
한 방법이다.
TTL은 계수기나 타임스탬프의 형태로 데이터에 포함되며, 정해진 유효기간이 지나
면 데이터는 파기 된다.

1회용 액세스 토큰의 보안 프로세스를 살펴봤으니 정리해보자.
먼저 앞에서 다뤘던 만큼 보안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
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용자 인증 과정에 사용자 계정 정보와 함께 감춰진 1회용
액세스 토큰(1회 사용 후 자동 파기 됨)이 사용되기에 보안 또한 신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회용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편의와 사용성을 높이면서 접근성 또한 향
상시키는 우수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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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키보드에 대한 제언
가상 키보드의 접근성 이슈는 단순히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간편결제에서 가상 키보드를 보안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장애
인이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웹 기술로는 가상 키보드에 준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HTML
5 기반의 Crypto API가 인증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키보드
보안, 개인 방화벽 같은 보안 솔루션들은 HTML5로 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웹 표준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 1회용 액세스 토큰을 들 수 있다. 암
호화된 1회용 토큰 정보를 제휴를 맺은 카드사나 은행에 생성 및 전송하고 이를 금
융사에서 해석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기술은 이 순간에도 계속 개발되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보안 수단의 등장
으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성 이슈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는 접근성 이슈도 계속 나올 수 있
다.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인증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생체 정보를 인증 받는 과
정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체 정보가 없는 경우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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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홍채인식을 위해 시선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많고 심지어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지문인증만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지문이 지워지거나 손가락 절단 장애
를 입은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환경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접근성 이슈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가상
키보드의 이슈와 매우 유사하다.
기술의 한계 또는 사용자의 한계라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로 접근성 이슈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상 키보드와 같이 기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안수준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 또는 사용환경의 제한 등으로 인해 기본으로 제공된 보안수단을 사용
하지 못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있는 보안수단(또는 조합)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개선이 어려웠던 접근성 이슈를 보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보안심의와 같은 의무사항을 폐지
하고 자율적인 보안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일정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책은 서비스 제
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해결 없이 보안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접근성의 목적은 현재 이슈가 되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
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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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키보드의 보안
같은 형태의 가상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과 앱에
서 사용하는 것의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섹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루어보도록 한다.
먼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페이 비밀번호 입력 부분의 HTML 코드이다.

<td>
<a class="key" onclick="doClick('0')">
<span class="number key1_1"></span>
</a>
</td>
위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마크업 요소에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존재
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크린리더로 화면을 읽을 때 아무
내용도 들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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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보안이 정말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코드를 좀 더 파헤쳐보았다.
우선 a 요소에서 doClick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해당 함수가 하는 일을 간
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oClick 함수의 인자로 숫자 값을 받는다.
authNo라는 id을 가진 input 요소를 찾아 그 값에 해당 숫자를 넣는다.
만약 authNo라는 id를 가진 input 요소가 6자인 경우 form을 submit 시켜준다.
이걸 코드로 보면 아래와 같다.
function doClick(obj) {
var curUpw;
curUpw = document.getElementById("authNo").value;
document.getElementById("authNo").value = curUpw + obj;
}
이 코드가 실제로 보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input hi
dden을 넣어둔 상태로 그저 해당 값에 숫자를 넣는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값을
해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가상 키보드가 마냥 보안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위 스크린샷 에서 숫자 6을 클릭할 경우 doClick 이벤트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숫자
값은 0이기 때문에 유저가 실제로 클릭한 것과 숫자 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숫자 5자리를 입력한 후 authNo라는 id를 가진 input 요소를 살펴보면 아
래와 같이 값을 가지고 있다.
<input type="hidden" id="authNo" value="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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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코드는 가상 키보드를 테스트할 때 12345를 입력하였을 때 나온 값이며 해당
값은 네이버의 가상키보드가 새로 열릴 때마다 갱신된다.
웹에서는 유저의 키보드 입력 값을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키보드
입력을 받게 된다면 비밀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키보드 보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키보드 보안으로 인해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키보드 보
안 로직을 바꿀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앱에서의 보안 방식은 웹에서 가져가는 그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앱
에서 사용하는 가상 키보드는 스크린리더에서 그 값을 읽어주는 데 그렇게 할 수 있
는 가장 큰 이유는 앱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웹이라고 하더라도 웹 사이트는 개발자 도구를 실행함으로써 웹
에서 바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유저가 입력하고 있
는 값이 모두 노출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OS 사파리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했을 때, Safari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 어떻게 입력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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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방형 플랫폼인 웹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해당 문제에 접근할 수 밖에 없
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개발자도구를 실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기까
지의 한계로 다른 사람의 기기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단적인 예로 PC에서는 크롬용 익스텐션을 하나만이라도 잘못 설치하면 바로 컴퓨터
가 해킹될 수 있는 데에 반해 모바일에서는 크롬이나 Safari에 익스텐션 등을 설치해
바로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는 PC 웹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를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PC와 모바일의 차이점은 스프라이트 이미지
의 배율과 디자인 차이만 있었다.
만약 PC에서 가상키보드의 대체수단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모바일에서
라도 올바른 HTML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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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 class="key" onclick="doClick('0')">
<span class="number key1_1"></span>
</a>
</td>
다시 처음 살펴본 코드를 본다면, 위와 같이 작성되어있는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코
드를 아래 표처럼 작성하여 더 올바른 형태의 HTML을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
<td>
<button type="button" class="key" onclick="doClick('0')">
<span class="number key1_1">8</span>
</button>
</td>
만약에 위와 같은 형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문제는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곳 (즉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해당 숫자 값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 알려주지 않았
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문자열을 JSON 형태의 Ajax로 보내준다면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키보드 보안은 아주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PC 웹에서는 아직 존재하는 다양한 개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지 못
할 수 있고 다른 인증 방식 (2 Factor 인증)을 사용하여 인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웹에서는 PC에서 제공하는 그것과 달리 많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PC와 다른 접근방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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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Media Player)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에서 제공하는 대다수의 미디어 플레이어는 플래시 기반이거나 HTML5 기반이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해당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웹 접근성 이슈가 있는지 또 이를 개선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KBS
KBS 동영상 서비스 소개 및 플레이어 형태
KBS 방송사 동영상 서비스는 소비자 유형과 용도에 따라 myK, KBS 다시보기 서비스,
KBS 장애인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KBS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 성격 및 플레
이어를 정리해보자.
myK는 KBS 채널 온에어 및 약 5만편의 VOD 다시보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웹과 앱
(iOS, Android)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며 웹 플랫폼에서는 플래시 플레이어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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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시보기 서비스는 KBS 프로그램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며 myK 서비스와 달리
플래시 플레이어 형태로 웹 플랫폼 만 지원한다.

KBS 장애인 서비스는 KBS 프로그램 영상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공
되는 서비스로 현재 플래시 플레이어 형태의 웹 플랫폼만 지원한다.

KBS 동영상 서비스는 데스크탑 기반 위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플래시 플레이어 플
러그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플래시 기술은 ActiveX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설치해
야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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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이슈분석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KBS 동영상 서비스는 플래시 플레이어로 서비스 되기 때문에 플러그인 설치를 요구
한다. 플러그인이 설치 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동영상 시청이
불가능하다.

키보드 사용보장 및 초점이동
장애인 서비스 플레이어와 달리 일반 서비스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키보드 운용이
가능하지 않았고, 마우스로 플레이어를 클릭한 후에야 키보드 운영이 가능해졌다. 결
국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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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컨트롤이 마우스가 플레이어 컨트롤러 위에 올라갈 때만 보여
짐에 따라, 마우스 없이는 사용자가 키보드 초점 위치를 식별하기 어렵다.

그리고 음량 조절 버튼의 경우 키보드로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구성된 문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컨트롤 탐색을 위한 이전 탭(Shift+Tab)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보였다.

음량 조절 버튼에 키보드 초점이 가지 않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초점 이동이 가능하
지 않은 img 요소를 버튼처럼 디자인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각적으로는 버튼처
럼 보이지만, 초점이 이동 되지 않는다.

<img
class="draggable ui-draggable"
src="http://img.kbs.co.kr/player/images/btn_volume.gif"
alt="볼륨조절버튼"
title="볼륨조절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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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화면’ 버튼의 경우 플래시 플레이어 내부에서만 제공하고 있어, 마우스 없
이 키보드만으로는 접근하여 실행할 수 없었다.

<object data="http://img.kbs.co.kr/player/Main.swf"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bgcolor" value="#000000">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param name="wmode" value="window">
<param name="flashvars" value="currentFlashObjectName=embedFlash">
</object>

자막 제공 및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모든 동영상 서비스가 자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영상에서만 자막을 제공하
고 있다. 제공되는 자막은 닫힌 자막(closed caption) 형태였지만, 영상과 정확히 동
기화 되지 않고 다소 지연된 형태로 출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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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청 중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 되었을 때, 우측 하단에 플레이어를 고정 배치
하여 연속된 형태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UX를 제공한 점은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정 배치된 플레이어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을 button 요소가 아닌
의미, 역할이 없는 div 요소로 구성하고, 대체텍스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키보드로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또한 보였다.

<div class="player-float-close" onclick="set_player_view_off()">x</div>

그리고 플레이어 각 컨트롤은 역할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아,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컨트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일례로 ‘음소거 버튼’이 아닌, ‘음소거 링크’로 읽히니 사용자가 버튼인지 링크인지
고민해야 하는 불편함을 준다. 음소거 역할을 하는 버튼 임에도 button 요소를 사용
하지 않고 링크 역할을 하는 a 요소를 사용하여 구조화하고 버튼처럼 디자인 하여
구현한 것에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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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 onclick="volume_mute('0.5'); return false;" class="btn">음소거</a>

개선책
KBS 동영상 서비스는 플래시 플러그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플래시 플레이어를 완전하게 걷어내는 것이 현재로서 어려운 경우, 웹
표준 기술인 HTML5 플레이어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되 최종적으로는 플래시 플레
이어를 걷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pooq
pooq 소개 및 플레이어 형태
pooq은 N-스크린 기반의 방송 서비스로 지상파 실시간TV, 다시보기, 영화 등의 콘
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pooq은 Chrome, FireFox 브라우저 등에서 HTML5의 video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웹
기반의 동영상 플레이어 서비스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플래시 기반의 동영상 플
레이어로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HTML5 플레이어만을 살펴 볼 예정이
다.

접근성 이슈분석
키보드 사용보장 및 초점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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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q 동영상 플레이어를 처음 사용해 보면, 다음 사진과 같이 동영상 플레이어 사용
방법에 대한 레이어를 만나게 된다. 이 화면에서 Tab키를 이용해 페이지를 탐색해
보면 콘텐츠 제목 옆의 ⓘ 이후 포커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만나게 된다.

사용 방법에 대한 레이어가 닫혀진 상태에는 어떠할까? 어렵게 해당 레이어를 닫았
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에 봉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시각적으로 초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크린리더는 무엇을 탐색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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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탐색

해당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마크업의 일부를 살펴보자.
<div class="screen" id="containerPOOQ_PLAYER">
<div class="init-image" style="display: block;">
<img src="uchtbcwbuxkjcki.jpg">
</div>
<div class="ui-box animate" style="opacity: 0; displa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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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osition-bottom control-bar animate">
<div class="uis">
<div class="time-box">
<div style="display: block;">
00:00
</div>
<div class="seek-duration font-middle">
01:21:55
</div>
<div class="seek-bg" style="display: block;">
<div class="bar">
<div class="bar-box animate-quick">
<div class="quick-progress"></div>
<div class="seek-progress"></div>
<div class="seek-pre-progress"></div>
</div>
</div>
<div class="progress-point"></div>
<div class="time-view font-small">TIP</div>
</div>
</div>
<button style="display: block;" title="이전회차보기없음">이전회차보
기없음</button>
<button style="display: block;">play</button>
<button style="display: none;">pause</button>
<button style="display: block;" title="다음회차보기">
다음회차보기</button>
<button style="display: none;">soundon</button>
<button style="display: block;">sounfoff</button>
마크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해당 문제는 초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의 부모 요소를
투명하게 처리해서 실제로는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나, 화면에는 시각적으로 키보드
초점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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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상황을 보도록 하자,
pooq의 VOD 혹은 실시간TV 동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회차나 다른 채널 목록을
탐색할 수 있도록 숨겨진 내비게이션을 펼쳐볼 수 있는 버튼이 있다.

키보드 조작만으로 이 목록을 탐색 할 수 있는지를 스크린리더를 통해 확인해 보자.
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탐색
해당 버튼에 초점이 이동되었을 때 Enter키로 버튼 활성화
Tab키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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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리더의 음성 출력결과를 보면, 전혀 접근이 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유를 마크업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자.
<div class="tab" style="display: block;">
<div class="btns" style="display: block;">
<button>전체회차</button>
<button>내가본영상</button>
</div>
</div>
<div class="list-box uiscrollview">
<div id="jarvis.UIScrollView"></div>
<div class="body" id="jarvis.UIScrollView.scrollBody">
<ul class="content" id="jarvis.UIScrollView">
<li id="jarvis.UIScrollViewCell0">
<div class="cell" title="효리네 민박">
<div class="content">
<div class="position-left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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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yfrfdhitbzzivwi_14.jpg" width="117">
</div>
<div class="icon"></div>
<div class="title position-left font-middle">
<font color="#DFDFDF">10회 | 효리네 민박<br>
<b>
<font color="#9C9C9C">2017-08-27 (일)</font>
</b>
</font>
</div>
</div>
</div>
</li>
회차 목록들은 초점을 얻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얻을 수 없는 요소로 마크업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ooq 플레이어의 모든 컨트롤들이 마우스 포인터가 플레이어 영역 위에서 움
직일 때에만 노출되고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임을 멈추면 사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는 플레이어 컨트롤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다.
대체텍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경우,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음성 낭독을 통해 콘텐츠를 인
지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보았던 pooq 플레이어의 사용 방법 레이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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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레이어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스크린리더로 탐색해 보았다.
재연 절차(NVDA)
아래 방향키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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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출력 결과에서 보듯, 사용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img 요소에 alt
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리더가 이미지 이름만 낭독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마크업과 같이 SVG로 그려낸 아이콘의 경우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
기 때문에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어떠한 버튼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다.
<button id="castbutton" style="display: block;">
<svg height="100%" id="" viewbox="0 0 24 24" width="100%"
x="0px" y="0px">
<g>
<path class="disconnected" d="..." id="arch0"></path>
<path class="disconnected" d="..." id="arch1"></path>
<path class="disconnected" d="..." id="arch2"></path>
<path class="disconnected" d="..." id="box"></path>
<path class="hidden" d="..." id="boxfill"></path>
</g>
</svg>
</button>
콘텐츠 선형화
다음 화면에 노출된 플레이어 관련 컨트롤러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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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컨트롤러의 순서는 다음의 순서와 비슷할 것이다.

10초 전 → 재생 → 10초 후 → 탐색바 → 이전 회차 보기 → 재생 → 다음 회차 보기
→ 회차 목록 열기 → 소리 끄기 → 소리 크기 조절 → 크롬캐스트로 전송 → 다운로
드 → 플레이어 설정 → 팝업 창에서 플레이어 재생 → 전체 화면으로 보기
그리고 만일 회차 목록을 열거나, 설정 패널을 열었다면 다음 초점은 해당 패널 내부
로의 이동이 예상된다.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 스크린리더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
자. 먼저 컨트롤들만을 탐색하는 경우에 대한 재연이다.
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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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순서와 전혀 다른 순서로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설정 패널을 열었을 때, 그리고 회차 목록을 열었을 때 초점의 이
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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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탐색
설정 버튼을 만났을 때 Enter키로 버튼 선택
Tab 키로 계속 탐색
회차 목록을 여는 버튼을 만났을 때 Enter키로 버튼 선택
Tab 키로 계속 탐색

숨겨진 패널을 열도록 버튼을 활성화 한 뒤 관련 기능을 탐색해 보려고 해도 전혀 탐
색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마크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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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opacity: 1; display: block;">
<div class="control-bar">
<div class="uis">
<div class="time-box">
<div class="seek-bg" style="display: block;">
...
</div>
</div>
<button class="btn-prev-vod" title="이전회차보기">
이전회차보기
</button>
<button class="btn-play">play</button>
<button class="btn-pause" display: none;">pause</button>
<button class="btn-next-vod" title="다음회차보기">
다음회차보기
</button>
<button class="btn-sound-on" style="display: none;"> soundon
</button>
...
<button class="btn-enter-full-screen">전체화면</button>
<button class="btn-exit-full-screen">
전체화면종료
</button>
<button class="btn-popup">popup</button>
<button class="btn-setup">설정</button>
...
</div>
</div>
<div class="play-pause-center" style="opacity: 1;">
<button class="btn-play-center" style="display: block;"> play
</button>
<button class="btn-pause-center" style="display: none;"> pause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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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utton class="btn-seeking-next">after 10sec</button>
<button class="btn-seeking-prev">before 10sec</button>
</div>
<div class="setup animate">
<div class="box">
<div class="btn-active">
<div class="title position-left font-big">화질</div>
<div class="icon-open position-right"></div>
<div class="text-selected position-right font-big">고화질</div>
</div>
<div class=" btn btn-default btn-active">
<div class=" title position-left font-big">재생속도</div>
<div class="icon-open position-right"
style="display: block;"></div>
<div class="text-selected position-right font-big"
style="display: block;">
X1
</div>
</div>
<div class="btn btn-default btn-active">
<div class="title position-left font-big">자동재생</div>
<div class="switch position-right">
<div class=" bg"></div>
<div class="header"
style="transition-property: none; left: 0px;">
</div>
</div>
</div> ...
설정 버튼과 연관된 설정 패널은 실제로 그 위치가 전혀 연결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더욱이 설정 패널은 초점을 얻을 수 없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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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설정 버튼을 선택했다면 그 이후에 접근되는 위치는 설정과 관
련된 내용이어야 하고, 회차 목록을 열도록 선택했다면 그 이후에 접근되는 회차 목
록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콘텐츠가 올바르게 선형화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탐
색하는 사용자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자막 제공
pooq 플레이어로 영상을 재생해 보면 영상과 동기화 되어 있는 자막이 존재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pooq 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 사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공자로부
터 별도의 자막이나 수화가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을 제공받아야 한다.

개선책
1.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의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컨트롤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사
용하듯, 마크업 또한 그 흐름에 따라 위치해 있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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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사용 방법 안내는 플레이어 접근 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내용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한다.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설정 패널을 열었다면, 설정 버튼 바로 이후로 설정 패널의 내
용들이 접근되어야 하고, 회차 리스트 혹은 채널 리스트 패널을 열었다면, 패널을 열
고 닫는 버튼 이후의 키보드 운용에 따라 바로 접근이 가능해야 적절한 대응이 될 것
이다.
콘텐츠의 선형화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이미지 같은)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대체
텍스트나 대체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2. 대체텍스트
버튼 등의 대체텍스트는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활성화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
될지를 예측 가능한 문구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togleList’ 같은 문구는 ‘toggle’의 오타를 제외하더라도 단지 ‘목록을
토글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록이 토글 되는 것인지, 콘텐츠가 펼
침 혹은 접힘 상태인지 예측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3. 키보드 운용과 초점
동영상 영역이 초점을 얻었을 경우, 각 플레이어 컨트롤들이 탐색 할 수 있도록 사라
지지 않아야 한다. 많은 동영상 플레이어들이 사용자가 화면 시청을 방해하지 않도
록 컨트롤들이 자동으로 숨겨지도록 처리하고 다시 컨트롤을 활성화 시키는데 마우
스만 대응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pooq 플레이어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조작을 해야 하는 모든 컨트롤들은 키보드 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해야 하
고, 따라서 모든 컨트롤들은 시각적으로 초점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회차 목록은 사용자가 목록을 탐색 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하여 해당 회차를 재생
할 수 있어야 한다. 설정 패널의 각 항목들 역시 키보드 만으로 탐색 할 수 있어야 하
고, 기능들을 끄고 켜는데 키보드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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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각 컨트롤에 대한 사용자 인터랙션과 플레이어의 단축키가 다르게 설정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 Space키를 이용하는데 Space 키가
동시에 재생을 시키는 기능을 한다면 이 둘은 충돌되므로, 버튼에서 눌린 Space가
재생을 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재생을 다른 키에 의해 동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스크린리더의 종류에 따라 각기 사용되는 단축키가 다르고, 사용자가 어떠한
스크린리더를 사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WAI-ARIA
의 application role을 사용하여 플레이어 영역에서는 키보드 이벤트 처리 권한을 스
크린리더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반환시켜 단축키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카카오TV
카카오TV 소개 및 플레이어 형태
카카오TV는 2006년부터 Daum에서 운영하던 Daum TV팟과 2015년부터 카카오에서
운영하던 카카오TV가 2017년에 통합되었다.
카카오TV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및 실시간 방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플레이
어로 웹과 앱을 모두 지원한다. 개인 Live 방송, 동영상 업로드, 광고와 후원을 통한
수익창출, 카카오톡과의 연동까지 가능한 종합동영상 서비스로 웹에서는 HTML5의
video 요소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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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슈 분석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자동재생)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다음의 뉴스에
서 제공하는 카카오TV는 페이지에 진입과 동시에 소리를 포함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스크린리더의 음성과 섞여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컨트롤러 숨김)
동영상 플레이어는 재생 중 볼륨조절이나 이전/다음 탐색, 화질의 선택, 전체화면 전
환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동영상 재생 컨트롤러 영역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마우스에
의해서만 다시 표시되기 때문에 키보드로 컨트롤러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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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리더로 플레이어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보자.
재생이 정지되어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표시될 때와 플레이어가 표시되지 않을 때의
음성출력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연 절차(NVDA)
동영상 정지상태로 컨트롤러가 표시될 때 Tab키를 눌러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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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절차(NVDA)
동영상 재생 중 플레이어가 표시되지 않을 때 아래 방향키를 눌러 내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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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컨트롤러가 표시될 때는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어있어 컨트롤러의 각 기능
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컨트롤러가 표시되지 않을 때는 스크린리
더로 컨트롤러를 인식할 수 없어 동영상 플레이어의 어떤 기능도 사용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다음 이미지와 같이 플레이어 컨트롤의 기본 기능과 영상 탐색을 위한 썸네일 이미
지 등에도 모두 적절한 요소를 사용하고 대체텍스트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마우스에만 의존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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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stillImage" class="section_thumb">
<strong class="screen_out">구간이동</strong>
<ul class="list_section">
<li>
<a href="#none" class="link_section" data-time="10">
<img src="//t1.daumcdn.net/thumb/C180x100.fjpg.q75/?fname=
http%3A%2F%2Ft1.daumcdn.net%2Ftvpot%2Fthumb%2Fs645f
WHyJzJuinKucuKNc7%2F0.png" class="thumb_item" alt="">
<span class="screen_out">구간 타임 : </span>
<span class="time_num">00:10</span>
</a>
</li>
</ul>
</div>
초점이동
이 사례의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a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키보드 초점이 접근하는데
이슈가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 Tab 키를 눌러 초점을 이동해보면 시각적으로 초점의
위치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CSS로 초점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튼에 outline: 0 속
성을 사용하여 키보드 사용자가 Tab 키로 초점을 이동하여 재생버튼에 접근하더라
도 화면상에 초점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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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현재 어느 버튼에 접근했는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어 키보드만 사용
하는 사용자가 플레이어 내에 있는 버튼을 조작할 수 없다.
<div class="player_body">
<a href="#none" class="link_play player_play hide">
<span class="img_player">재생하기</span>
</a>
<a href="#none" class="link_pause player_pause">
<span class="img_player">일시 정지</span>
</a>
</div>
.box_player * {
outline: 0;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0,0,0);
user-select: none;
-ms-user-select: none;
-webkit-user-select: none;
-moz-user-select: none;
}

초점이동 / 키보드 사용 보장
플레이어에 있는 볼륨조절과 영상 탐색 기능은 키보드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116 -

먼저 볼륨조절 영역의 마크업은 다음과 같다.
<div class="vol_pannel">
<span class="vol_g" date-volumn="10"></span>
<!-- on 클래스 추가시 활성 -->
<span class="vol_g" date-volumn="9"></span>
<span class="vol_g" date-volumn="8"></span>
<span class="vol_g" date-volumn="7"></span>
<span class="vol_g" date-volumn="6"></span>
<span class="vol_g on" date-volumn="5"></span>
<span class="vol_g on" date-volumn="4"></span>
<span class="vol_g on" date-volumn="3"></span>
<span class="vol_g on" date-volumn="2"></span>
<span class="vol_g on" date-volumn="1"></span>
</div>
키보드 초점을 받을 수 없는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키보드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또한 기능키에 대한 안내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키보드 만으로 볼륨을 제
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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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탐색기능의 마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v id="progress" class="progress_bar">
<div class="total_bar">
<div id="loadProgress" class="loading_bar"
style="transform: scaleX(0.834806);"></div>
<div id="playProgress" class="play_bar" style="width: 68.4472%;">
<div id="pointProgress" class="link_point">현재지점</div>
</div>
</div>
</div>
볼륨조절의 영역과 다른 방식이지만, 키보드 초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탐색바가 활성화 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 등을 조작해봐도 영상은 이전/다음으
로 이동하지 않는다.
자막제공
카카오TV 플레이어로 제공된 여러 콘텐츠를 확인한 결과 열린 자막이 제공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동영상의 자막 미제공은 단순히 동영상을 재생하는 단계에서 발
생하는 문제가 아닌 동영상을 등록하는 과정부터 살펴봐야 정확한 이슈의 원인을 파
악할 수 있다. 뉴스 등의 서비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CP(content provider)사가 자
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자막 등록 기능이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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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카카오TV Video Station 서비스를
통해 자막 제공 관련 기능의 접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동영상의 여러 정보를 입력하는 서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막파일(srt, smi등)을
업로드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자막 등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
영상의 음성정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작된 자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영상과 함
께 자막을 업로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저작도구 플랫폼이 접근성 준수를 위한 기능을 제
공하지 않아 사용자는 카카오TV 플레이어의 영상에 자막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하
다.

개선책

- 119 -

이 사례에서 살펴 본 동영상 플레이어는 대체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편이지만 몇 가
지 개선이 필요한 이슈가 있다.
가장 중요한 개선방향은 플레이어 컨트롤러 영역에 키보드 초점이 접근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볼륨조절 및 영상탐색 기능의 키보드 사용보장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페이지 진입 시 자동재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플레이어 컨트롤러 활성화와 초점의 표시
마우스 오버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컨트롤러 영역이 Tab 키를 눌러 키보드 초점이
접근할 때도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초점 테두리가 보이지 않았던 원인인 outline: 0 스타일을 제거하여 컨트롤의 초점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볼륨조절 및 영상 탐색기능
초점을 받을 수 없는 요소가 사용된 경우 키보드 접근이 가능한 요소로 구성하는 것
이 기본이다.
볼륨 조절과 영상 탐색 기능은 슬라이더(slider) 형태로, 슬라이더 영역 내에서 백분
율(%) 또는 시간 등의 값을 이동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고정된 몇 개의 선택지
만을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키보드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 WAI-ARIA 기술을 함께 사용하면 스크린리더 사용자에게 설정 값의
변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볼륨 조절 : 위/아래 방향키

·

영상 탐색 : 좌/우 방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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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키보드 인터랙션을 구성할 때 전역 기능키(Global Hotkey)로 등록되면 플레이
어 외부에서 스크린리더 탐색이나 기타 기능 사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볼륨 조절,
탐색 기능에 키보드 초점이 접근했을 때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키보드 인터랙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볼륨 +10/-10 버튼”, “5초 다음/5초 이전
재생 버튼”과 같은 단계별 조작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자동재생 방지
카카오TV 서비스 중 사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의 플레이어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
플레이어에는 자동재생 설정기능을 제공한다.
물론 페이지 진입 시 재생여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영상재생이 종료된 후 관련 동
영상의 자동재생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이지만, 이런 기능처럼 추가 옵션을 제공한다
면 자동재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자동재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
4. 자막등록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자막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표시하는 과정에
서 자막이 누락된 것이 아닌, 동영상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이다.
자막제공을 위한 기능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해외의 동영상 서비스인 youtue
의 자막등록 기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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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자막파일 업로드, 자막동기화 작업, 새자막 만들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
원하고 있어 콘텐츠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공급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동영상 등록과정에서 자막관련
옵션을 선택한다면 콘텐츠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막을 등록할 수도 있다.
동영상 콘텐츠의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youtube가 자막제공 관련 기능을 지원하
고 있는 것처럼,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 기능 만큼이나 자막제공 관련 기능에도 더 많
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영상 플레이어 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의 콘텐츠 등록 기능을 통해 자막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NAVER
NAVER 동영상 서비스 소개 및 플레이어 형태
네이버 TV 서비스는 ‘TV 속 명장면’을 모아서 제공하며 방송사, 음반기획사, 유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화제의 동영상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뮤지션의 동영상을 손쉽게 즐기고 스크랩을 통해 카페, 블로그, SNS로
재미를 나눠 보라고 안내하고 있다.
웹과 앱(iOS, Android)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며 웹 플랫폼에서는 HTML5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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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이슈분석
키보드 사용보장 및 초점이동
키보드 접근이나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초점 이동 상태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가 있어야만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자는 마우스 없이는 초점 이동을 확인할 길이 없다.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간 상태의 동영상 플레이어 컨트롤러 표시 상태(보임)]

[마우스 포인터가 밖으로 나간 상태의 동영상 플레이어 컨트롤러 표시 상태(감춰짐)]

자막 제공 및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자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영상과 동등한 수준의 원고 또한 제공되지 않았
다.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자막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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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막을 표시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
막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상 아래 제공된 텍스트의 경우, 영상과 동등한 수준의 원고로 보기 어렵다.

이어서 플레이어 각 컨트롤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는지 마크업
을 확인해보자.
<div id="rmcPlayer_15055462784464284.prg-container">
<div class="u_rmc_progress_bar_container hover_effect">
<div class="u_rmc_progress_bar">
<div class="u_rmc_progress_bar_padding"></div>
<div aria-label="동영상 탐색"
aria-valuemax="100"
aria-valuemin="0"
aria-valuenow="19.854860112514107"
aria-valuetext="00:24/02:00"
class="u_rmc_progress_list" data-aria-progress="" role="slider">
<div data-marker-container=""></div>
<div class="u_progress_unloaded"></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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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u_progress_unloaded"></div>
<div class="u_progress_play animClass" data-bar=""></div>
<div class="u_progress_load" data-load-bar=""></div>
<div class="u_progress_hover" data-hover-bar=""></div>
</div>
<div class="animClass" data-handle="">
<div class="u_rmc_progress_btn"></div>
</div>
</div>
</div>
동영상 탐색바(Seekbar)에 해당하는 요소에 role 속성을 slider로 주고, aria-label 속
성을 사용하여 “동영상 탐색”으로 읽히도록 레이블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ariavaluemin, aria-valuemax, aria-valuenow 속성을 사용하여 동영상 백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aria-valuetext 속성을 통해 ‘현재 재생 시간/재생 총 시간’ 정보를
제공해서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동영상 재생시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div class="u_volume_button_area">
<button class="_accessibility_btn u_rmc_btn u_volume_vol3_btn"
data-click="toggleMute" data-nclick="soundon"
data-tooltip="[data-mute-tooltip]" data-volume-level="">
<span aria-hidden="false" aria-label="음소거"
class="u_rmc_ic u_volume_mute_ic">
<svg data-use="rmc_sound_mute">
<use class="use_rmc_svg" xlink:href="#rmc_sound_mute"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use>
</svg>
</span>
<span aria-hidden="true" aria-label="음량1/3단계"
class="u_rmc_ic u_volume_vol1_ic">
<svg data-use="rmc_sound_volu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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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lass="use_rmc_svg" xlink:href="#rmc_sound_volume1"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use>
</svg>
</span>
<span aria-hidden="true" aria-label="음량2/3단계"
class="u_rmc_ic u_volume_vol2_ic">
<svg data-use="rmc_sound_volume2">
<use class="use_rmc_svg" xlink:href="#rmc_sound_volume2"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use>
</svg>
</span>
<span aria-hidden="true" aria-label="음량3/3단계"
class="u_rmc_ic u_volume_vol3_ic">
<svg data-use="rmc_sound_volume3">
<use class="use_rmc_svg" xlink:href="#rmc_sound_volume3"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use>
</svg>
</span>
</button>
<div class="u_rmc_tooltip" data-mute-tooltip=""
style="margin-left: -26px; display: none">
<p class="u_rmc_tooltip_txt" data-mute-tooltip-label="">
음소거
</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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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 버튼의 경우 button 요소를 사용하여 버튼으로 읽히도록 구성하고, 내부의 spa
n 요소에 aria-label 속성을 사용하여 ‘음소거’, ‘음량1/3단계’, ‘음량2/3단계’, ‘음량3/3
단계’를 aria-hidden 상태 속성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고 읽히도록 레이블을 제공했다.
<div class="u_rmc_controls_right u_rmc_controls_custom"
data-partial-tmpl="right-toolbar">
<div class="u_rmc_controls_btn">
<div class="u_rmc_definition_area" data-icon-toggle-resolution="">
<button aria-expanded="false"
aria-haspopup="true"
aria-pressed="false"
class="u_rmc_definition_btn u_rmc_btn"
data-active-with="toolbar" data-nclick="reschangebtn"
data-toggle-class="u_rmc_on" data-toggle-ui="[data-enc-option-ui]"
data-tooltip="[data-resolution-tooltip]">
<span data-filter="updatePerspective"
data-model="currentVideo.encodingOption.name">
1080p
</span>
<span class="u_rmc_ic">
<svg data-use="rmc_control_arrow">
<use class="use_rmc_svg" xlink:href="#rmc_control_arrow"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use>
</svg>
</span>
</button>
<div class="u_rmc_definition_ly" data-enc-option-ui=""
data-menu-ui="" style="display:none">
<ul>
<li>
<a data-click="changeResolution" data-enc-option="144P"
data-nclick="resplay144P" data-value="0"
role="button">144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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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li>
<a data-click="changeResolution" data-enc-option="270P"
data-nclick="resplay270P" data-value="1"
role="button">270p</a>
</li>
<li>
<a data-click="changeResolution" data-enc-option="360P"
data-nclick="resplay360P" data-value="2"
role="button">360p</a>
</li>
<li>
<a data-click="changeResolution" data-enc-option="480P"
data-nclick="resplay480P" data-value="3"
role="button">480p</a>
</li>
<li>
<a data-click="changeResolution" data-enc-option="720P"
data-nclick="resplay720P" data-value="4"
role="button">720p
<em class="u_ly_ic">HD</em>
</a>
</li>
<li>
<a class="active" data-click="changeResolution"
data-enc-option="1080P" data-nclick="resplay1080P"
data-value="5" role="button">1080p
<em class="u_ly_ic"> HD</em>
</a>
</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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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u_rmc_tooltip" data-resolution-tooltip=""
style="margin-left: -19px; display: none">
<p class="u_rmc_tooltip_txt">화질</p>
</div>
</div>
</div>
</div>

동영상 화질을 선택하여 변경하는 버튼에 aria-haspopup, aria-expanded, aria-press
ed 상태 속성을 부여하여 펼쳐질 콘텐츠가 있는지, 펼쳐진 상태인지, 눌려진 상태인
지 정보를 제공하여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버튼에 관한 정보와 상태를 인지하기 쉽도
록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화질’ 이라는 정보는 읽혀지지 않고 ‘1080p 버튼’으로만 읽혀 정확
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유로 ‘화질’이라는 정보 텍스트를 툴팁(tooltip)으로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displa
y: none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어,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갈 때만 화면에 표시되기에
스크린리더에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div class="u_rmc_expand_area" data-icon-toggle-expand="">
<button aria-pressed="false" class="u_rmc_expand_btn u_rmc_btn"
data-click="toggleExpand()" data-expand-btn=""
data-nclick="wideoff"
data-tooltip="[data-wideview-tooltip]">
<span class="u_rmc_ic">
- 129 -

<svg data-use="rmc_control_view_movie">
<use class="use_rmc_svg" xlink:href="#rmc_control_view_movie"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use>
</svg>
</span>
</button>
<div class="u_rmc_tooltip" data-wideview-tooltip=""
style="display:none;margin-left:-31px">
<p class="u_rmc_tooltip_txt">
<em data-expand-label-ui="">넓은</em> 화면
</p>
</div>
</div>
<div class="u_rmc_full_area" data-icon-toggle-fullscreen="">
<button aria-pressed="false" class="u_rmc_btn u_rmc_full_btn"
data-fullscreen-btn="" data-nclick="fullscreen"
data-tooltip="[data-fullscreen-tooltip]">
<span aria-label="전체화면" class="u_rmc_ic u_rmc_full_ic">
<svg data-use="rmc_control_view_full">
<use class="use_rmc_svg" xlink:href="#rmc_control_view_full"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use>
</svg>
</span>
<span aria-label="기본화면" class="u_rmc_ic u_rmc_standard_ic">
<svg data-use="rmc_control_view_standard">
<use class="use_rmc_svg"
xlink:href="#rmc_control_view_standard"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use>
</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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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button>
<div class="u_rmc_tooltip" data-fullscreen-tooltip=""
style="display:none;margin-left:-30px">
<p class="u_rmc_tooltip_txt" data-fullscreen-tooltip-label="">
전체화면
</p>
</div>
</div>

‘넓은 화면’ 버튼 또한 텍스트 정보를 가진 툴팁이 display: none 스타일이 기본 적용
되어 있고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가야 툴팁이 표시되기에, 스크린리더가 이를 읽을
수 없어 제대로 된 버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페이지가 스크롤 되어 하단으로 이동되었을 때, 영상을 우측 하단에 고정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시청 중인 영상을 연속된 형태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은 훌륭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정 배치된 플레이어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을 a 요소로 구성하여
‘닫기 버튼’이 아닌, ‘닫기 링크’로 읽혀져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정확하게 해당 기능
을 인지 하거나 이해하는데 혼선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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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 style="display: inline;" class="btn_close">닫기</a>

개선책
살펴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키보드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초점 이동 상태를 시
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표시 상태를 마우스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버튼 컨트롤에 초점이 이동될 경우에도 컨트롤러를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버튼 컨트롤의 외곽선을 표시해서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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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거’와 같은 툴팁이 마우스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표시되어서는 안되며, 키보드
초점이 이동할 경우 또한 툴팁을 표시하여 스크린리더가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량 조절 기능 또한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화질’, ‘넓은 화면’, ‘전체 화면’ 또한 키보드로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스크린
리더에서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할 때 우측 하단에 보여지는 동영상 플레이어의 닫기
버튼의 경우, 버튼으로 식별되도록 마크업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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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소 대신, button 요소를 버튼으로 사용한다. HTML에서 기본 제공하는 버튼을 사
용한다면, 사용자는 손쉽게 해당 기능이 버튼 임을 알 수 있다.

<button type="button" style="display: inline;" class="btn_close">닫기</button>

부득이하게 a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면, WAI-ARIA 역할 속성인 role을 사용하여 butt
on을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정하면 스크린리더는 해당 요소를 버튼으로
읽어줄 것이다.

<a role="button" href="#" style="display: inline;" class="btn_close">닫기</a>

마지막으로 자막/원고/수화 등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에 대한 해결 방법은 동영상
제공자로 하여금 영상 내용을 동등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원고 또는 자막을 제공하
도록 권고하고 관련 기능을 추가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동영상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자막을 동
영상 제공자가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막 제공의 취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자막 제공이 어려운 경우, 작성자로 하여금 동영상 내용과 동등한 수준
의 원고를 제공하길 당부하는 안내문을 표시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134 -

[<좌> 뉴스 서비스의 플레이어/ <우> 사용자 업로드 영상의 플레이어]
권장) 플레이어 사용법 안내 제공
플레이어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플레이어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플레이어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스크린리더 사용자를 위해 플레이어의 구조와
기본 사용 방법을 설명하면서, 플레이어에 사용되는 키보드 인터랙션과 기능키를 안
내하면 사용자가 보다 쉽게 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편적으로는 스크린리더 사용자만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안내사항을 화면상
에 표시하도록 구성한다면, IT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용자
등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SoundCloud
SoundCloud 소개 및 플레이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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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Cloud는 글로벌 온라인 음악 유통 플랫폼으로, SNS 형태에 가까운 스트리밍
기반의 공유 서비스다.
SoundCloud는 Web Audio API를 이용하며 자체 SDK를 통해 플레이어 UI를 구성하
도록 되어 있다.

접근성 이슈분석
키보드 사용보장 및 초점이동
SoundCloud의 콘텐츠 페이지로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내비게이션 바로 이후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생을 위해 키보드로 재생 버튼까지 접근할 경우 SoundCloud는 콘텐츠를 잘 이해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 사용을 보장하는지 스크린리더를 통해 알아보자.
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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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리더의 음성 출력 결과를 보면 의미를 알 수 없는 “클릭가능”이라는 콘텐츠가
중복된다.
관련된 부분의 마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div class="fullHero__artwork">
<div class="listenArtworkWrapper">
<div class="listenArtworkWrapper__artwork">
<div class="image m-sound image__lightOutline"
tabindex="0">
<span aria-label="Bodak Yellow"
class="sc-artwork"></span>
</div>
</div>
</div>
</div><span class="fullHero__tierIndicator-plus"></span>
<div class="fullHero_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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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oundTitle">
<div class="soundTitle__titleContainer">
<div class="soundTitle__playButton soundTitle__playButtonHero">
<a class="sc-button-play playButton"
draggable="true" href="" tabindex="0" title="Play">
Play
</a>
</div>
…
tabindex=”0”을 부여하여 키보드 초점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내부에 텍스
트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클릭가능”이라는 알 수 없는 콘텐츠 형태가 되
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재생 버튼 하단에 위치한 탐색 바는 어떨까?

재생 버튼 이후부터 탐색바까지 스크린리더를 통해 어떻게 들리는지를 알아보자.
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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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클릭가능”이라는 알 수 없는 클릭 가능한 요소들을 만나게
되고, 이후 덧글을 편집하는 편집 창으로 초점이 이동된다.
즉, 음악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키보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콘텐츠 선형화
SoundCloud의 메뉴를 보면 플레이어를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 단축
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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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를 찾아보기 위해 스크린리더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탐색
Keyboard Shortcut 링크 선택
아래 방향키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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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출력 결과에서 보듯, keyboard shortcut 링크를 선택한 후 다음을 탐색하면 키
보드 단축키 안내 내용으로 이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단축키 설명은 JavaScript에 의해 생성되어 문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
문에 문서의 마지막까지 탐색해보지 않는 한 단축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선책
1. 키보드 운용과 대체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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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해당 요소가 어떠한 요소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클릭가능” 이라는 텍스트는 해당 요소를 선택했
을 때 어떤 기능이 동작하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탐색바 역시 마우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키보드만으로도 운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콘텐츠의 선형화
논리적인 콘텐츠의 흐름에 따라 혹은 사용자의 사용 순서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컨
트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사용하듯이 마크업 또한 그 흐름에 따라 위치해 있어
야 한다.
앞서 보았던 키보드 단축키의 설명은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했을 때 즉시 단축키 설
명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메뉴와 인접한 곳에 콘텐츠가
존재하거나 해당 메뉴를 선택했을 때 콘텐츠로 바로 이동 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Vimeo
Vimeo 소개 및 플레이어 형태
Vimeo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공유 웹 서비스이다. 2004년 11월에 자크 클
라인(Zach Klein)과 제이크 로드윅(Jake Lodwic)이 설립하였고, Vimeo라는 이름은 공
동 창업자 제이크 로드윅이 비디오(video)와 미(me)를 합쳐 지은 것으로 이는 이용자
가 직접 만드는 영상물 중심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Vimeo는 HTML5의 video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웹 기반의 동영상 플레이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 142 -

접근성 이슈분석
키보드 사용보장 및 초점이동
Vimeo의 시청하기 서비스 화면에서 Tab키를 이용해 페이지를 탐색해 보면, 스크린
샷과 같이 캐러셀로 제공된 동영상 링크 영역에 키보드 초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때 Tab키를 계속 누르면 하단에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 리스트 영역에는 키보드 초
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역시 동영상 리스트의 이전/다음 버튼에는 키보드 초점이 보
이지 않는다.

해당 이슈는 키보드 사용자의 경우 다른 동영상 리스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청하기 페이지에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만을 시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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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크린리더 사용자의 경우 이전 및 다음 버튼이 음성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
다.
해당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및 다음 버튼의 마크업을 살펴보았다.

<a class="hero_carousel__arrow hero_carousel__arrow--left">
<svg class="iris_ic is--32" width="18" height="32" viewBox="0 0 18 32"
xmlns="http://www.w3.org/2000/svg">
<path d="M12.88 16L.44 3.56a1.498 1.498 0 0 1 0-2.12l1-1a1.496 1.496 0
0 12.12 0l13.854 14.145c.78.782.78 2.048 0 2.83L3.56 31.56a1
.496 1.496 0 01-2.12 0l-1-1a1.498 1.498 0 0 1 0-2.12L12.88 16z"
fill-rule="evenodd">
</path>
</svg>
</a>

문제는 버튼 이미지를 SVG 형식의 Path로만 제공하고 있어 스크린리더가 이를 인지
할 수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 요소에 href 속성이 제공되지 않아 키보드로
접근 및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키보드 초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청하기 페이지 내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재생해 보면 재생 및 정지 그리
고 이전/다음 등 대다수의 컨트롤에 키보드 초점이 보이고 접근 및 제어가 가능했다.
동영상 재생 시 앞서 발생한 서비스 화면에서의 문제와 다르게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마크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재생 페이지의 마크업 코드는 이전과 다르게 a 요소에 href 속성이 제공되고
있고 title 속성으로 링크의 목적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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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le="button" href="/227356814" rel="prev" title="이전 동영상"
class="player_area-browse js-pagination--left" disabled=""
data-fatal-attraction="container:player|component:previous_video|keyword:
227394921">
<svg xmlns="http://www.w3.org/2000/svg" viewBox="0 0 48 48">
<path d="M17.743 24L36.914 4.828a2 2 0 0 0 0-2.828L35.5.586a2 2 0 0 02.828 0L11.379 21.879a3 3 0 0 0 0 4.243l21.293 21.293a2 2 0 0
0 2.828 0L36.914 46a2 2 0 0 0 0-2.828L17.743 24z">
</path>
</svg>
</a>

그러나 동영상 재생 페이지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재생한 후 공유하기 링크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나타나는
데 이때 레이어 영역으로 키보드 초점이 이동하지 못하고 딤드(dimmed) 된 본문 영
역에서만 초점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본문을 Tab키로 모두 탐색한 후에는 해당 레이어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며 레이
어 내 이메일 영역은 문서 전체를 한 번 돌고 와야 키보드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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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레이어가 마크업 상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되기 때문에 초점이 문서 전체를 탐색 한 이후에야 레이어 영역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div class="lightbox_content">
...
<div class="icon_input share_input-search">
<a href="javascript:void(0)" class="fg_search_clear hide">×</a>
<input type="text" class="fg_search" placeholder="이메일 주소 입력"
tabindex="1">
</div>
...
</div>
</body>

그렇다면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어떨까?
다음 재연 스텝을 따라 해당 플레이어를 탐색한 결과를 보도록 하자.
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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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출력 뷰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를 위해 실행한 레이어에 최초 접근 시 이메
일 영역을 건너뛰고 여러줄 입력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클릭가능”이라는 알 수 없는 컨트롤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해당 기
능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막 제공
Vimeo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재생해 보면 동기화 된 자막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도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
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및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책
Vimeo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는 비교적 접근성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
나 일부 페이지나 콘텐츠 영역에서 개발상의 오류로 키보드 사용자가 접근이 불가능
하거나 키보드 초점 등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청각 장애인에게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막 등의 대체 콘텐츠가 없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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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익한 동영상 서비스로 거
듭날 수 있을 것이다.

Youtube
Youtube 소개 및 플레이어 형태
Youtube는 미국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고 많이 사용
하는 비디오 공유 사이트이다. Youtube는 2005년 2월 14일에 처음 공개된 후 2006
년 Google에 인수되어 전세계의 다양한 비디오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HTML5의 video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웹 기반의 동영상 플레이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근성 이슈분석
키보드 사용보장 및 초점이동
Youtube의 화면 보기 페이지에서 ‘다음 동영상’ 영역에 키보드로 이동을 하고자 하
여도 초점이 그 이상 이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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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크린리더가 어떻게 읽어주는지 다음 재연 스텝을 따라 해당 플레이어를 탐색
한 결과를 보도록 하자.
재연 절차(NVDA)
상세 페이지 들어간 후 플레이어에서 Tab 하여 이동

스크린리더가 읽어주는 순서를 파악해보면 덧글 영역 후에 ‘연관 동영상’ 영역이 아
닌 가이드, 버튼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문제의 원인
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동영상’ 영역의 마크업을 확인해보았다.
<div id="player">동영상 플레이어</div>
…
<div id="container">
…
<div id="related">다음 동영상</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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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content-separator" tabindex="0"></div>
…
<div id="info">동영상 정보</div>
</div>
위 마크업 구조에서 div#content-separator는div#related와 div#info 영역을 구분하
는데 tabindex=”0”이 들어감으로써 div#info에 강제로 초점이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
한 것이다.
또한 마크업의 순서상 ‘다음 동영상’ 영역이 div#info 영역보다 먼저 작성되어 있어
서 만약 tabindex속성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의 정보보다 ‘다음 동영상’ 영역
에 먼저 진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div id="player">동영상 플레이어</div>
…
<div id="container">
…
<div id="content-separator"></div>
…
<div id="info">동영상 정보</div>
…
<div id="related">다음 동영상</div>
</div>
위 코드처럼 마크업 순서를 선형적으로 바꾸고 div#content-separator에 있는 tabin
dex속성을 제거한다면 비디오를 재생하는 부분에서 ‘다음 동영상’ 영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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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선형화 문제와 초점 이동 문제 등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다.
마크업을 논리적인 순서로 작성하고 불필요한 tabindex속성을 제거하면 사용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NETFLIX
NETFLIX 동영상 서비스 소개 및 플레이어 형태
NETFLIX는 전세계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멤버십
기반 비디오 시청 플랫폼이다. 현재 반응형 웹으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
츠를 외부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또한 유아를 타겟으로 한 NETFLIX KIDS라 부르는 콘텐츠 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접근성 이슈분석
적절한 링크텍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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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에서 홈 화면에 첫 동영상을 재생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이슈를
다음 재연 스텝을 따라 스크린리더가 어떻게 읽어주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재연 절차(NVDA)
Tab으로 계속 이동

위 재연 스텝을 자세히 살펴보면 NETFLIX부터 문제 없이 탐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
간에 재생이라는 링크가 존재한다. 해당 링크는 메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추천 콘
텐츠를 재생하는 버튼이지만 어떤 콘텐츠를 재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사
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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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에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Netflix 오리지널’ 영
역이 스크린리더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다음 재연 스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재연 절차(NVDA)
Tab으로 계속 이동

- 153 -

음성 출력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단순한 링크 목록이지만, 각 링크를 선택할 경
우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현재 페이지 내에서 새로운 영역이 생성되고
생성된 부분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각 링크를 선택했을 때 동적으로 생성되어 펼쳐진 영역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예를 들어 ‘데스노트’의 상세 영역이 펼쳐졌을 때 다음 재연 스텝에 따라 스크린리더
가 어떻게 읽어주는지 알아보자.
재연 절차(NVDA)
방향키로 계속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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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 청불, 절찬 스트리밍 중, 줄거리 등 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영역이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찜한 콘텐츠’ 이후의 ‘좋아요’, 혹은 ‘싫어요’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지만 해당 부분을 SVG를 사용하면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
기능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해당 부분의 마크업은 아래와 같다.
<div class="nf-svg-button-wrapper thumb-container thumb-up-container">
<a class="nf-svg-button simpleround" data-rating="2" role="link"
tabindex="0">
<svg class="svg-icon svg-icon-thumb-up" data-rating="2">
<use filter xlink:href="#thumb-up"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use>
</svg>
</a>
</div>
<div class="nf-svg-button-wrapper thumb-container thumb-down-container">
<a class="nf-svg-button simpleround" data-rating="1" role="link"
tabindex="0">
<svg class="svg-icon svg-icon-thumb-down" data-rating="1">
<use filter xlink:href="#thumb-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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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use>
</svg>
</a>
</div>
위 마크업에서 볼 때, 각 링크가 동작을 하더라도 어떠한 대체텍스트도 제공해주지
않아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좋아요’ 혹은 ‘싫어요’를 누른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대체텍스트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a 요소로 작성한 것도 버튼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v class="nf-svg-button-wrapper thumb-container thumb-up-container">
<button type="button" class="nf-svg-button simpleround" data-rating="2"
role="link" tabindex="0">
<span class="blind">이 동영상에 좋아요 하기</span>
<svg class="svg-icon svg-icon-thumb-up" data-rating="2">
<use filter xlink:href="#thumb-up"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use>
</svg>
</button>
</div>
<div class="nf-svg-button-wrapper thumb-container thumb-down-container">
<button type="button" class="nf-svg-button simpleround" data-rating="1"
role="link" tabindex="0">
<span class="blind">이 동영상에 싫어요 하기</span>
<svg class="svg-icon svg-icon-thumb-down" data-rating="1">
<use filter xlink:href="#thumb-up"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use>
</svg>
</butt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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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ARIA 기술 적용
플레이어 영역을 살펴보자. HTML5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은 접
근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비디오 플레이어를 제대로 사용 가능한 지 다음 재연 스텝에 따라 스크린리더로 읽
어보았다.
재연 절차(NVDA)
Tab키로 계속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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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더 1% 완료’ 영역을 살펴보자.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탐색 중에 전체 시간과 현재 재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현재 재생 위치를 백분율(%)
로만 알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된다.
해당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마크업을 살펴보자.
<div class="nf-svg-button-wrapper thumb-container thumb-up-container">
<button type="button" class="nf-svg-button simpleround"
data-rating="2" role="link" tabindex="0">
<span class="blind">이 동영상에 좋아요 하기</span>
<svg class="svg-icon svg-icon-thumb-up" data-rating="2">
<use filter xlink:href="#thumb-up"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use>
</svg>
</button>
</div>
<section aria-valuemax="100" aria-valuemin="0" aria-valuenow="9"
aria-valuetext="9% 완료" class="player-slider"
role="slider" tabindex="0">
<label>21:59</label>
<div class="player-scrubber horizontal" id="scrubber-component">
<div class="player-scrubber-progress">
<div class="player-scrubber-progress-completed"
style="width: 8.50394%;"></div>
<div class="player-scrubber-progress-bu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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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 7.03153%;"></div>
<div class="trickplay-position trickplay-snapback"
style="left: 8.17726%;"></div>
<div class="trickplay-position"
style="left: 469px;"></div>
</div>
<button class="player-scrubber-target"
style="left: 8.50394%;" tabindex="-1">
<div class="player-scrubber-handle"></div>
</button>
<section class="trickplay-preview" style="left: 268px;">
<time>12:18</time>
<img class="trickplay-image"
src="blob:https://www.netflix.com/75bf4e85-ae17-4ccbb6d5-5471bbba0ec8">
</section>
</div>
</section>
slider role을 활용하여 잔여 동영상 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동영상의 전체 시간과 현재 재생 위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이는 slider의 속성 값을 백분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를 아래
와 같이 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개선해 볼 수 있다.
<section aria-valuemax="300" aria-valuemin="0" aria-valuenow="61"
aria-valuetext="1:01/5:00" class="player-slider"
role="slider" tabindex="0">
<label>21:59</label>
<div class="player-scrubber horizontal" id="scrubber-component">
<div class="player-scrubber-progress">
<div class="player-scrubber-progress-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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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 8.50394%;"></div>
<div class="player-scrubber-progress-buffered"
style="width: 7.03153%;"></div>
<div class="trickplay-position trickplay-snapback"
style="left: 8.17726%;"></div>
<div class="trickplay-position"
style="left: 469px;"></div>
</div>
<button class="player-scrubber-target"
style="left: 8.50394%;"
tabindex="-1">
<div class="player-scrubber-handle"></div>
</button>
<section class="trickplay-preview" style="left: 268px;">
<time>12:18</time>
<img class="trickplay-image"
src="blob:https://www.netflix.com/75bf4e85-ae17-4ccbb6d5-5471bbba0ec8">
</section>
</div>
</section>

개선책
Netflix가 분명히 HTML5를 이용한 플레이어를 만들고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편
하게 볼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 측면에서는 몇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
첫째, a 요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콘텐츠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확
한 링크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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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a 요소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영역이 펼쳐지는 경우
이를 알 수 있도록 일례로 aria-expanded 속성을 통해 펼침/접힘 상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SVG로 제공된 이미지의 경우에도 적절한 대체텍스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mg 요소의 경우, alt 속성을 사용하여 대체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으나 SVG 이미지
는 alt 속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aria-label 속성을 사용하여 alt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탐색바(seek bar)에 잔여 동영상 시간에 대한 정보를 스크린리더 사용자
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모두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 aria-valuemax, aria-valuemin, aria-valuenow등의 속성의 값으
로 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제언
앞서 살펴 본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키보드로 사용
할 수 없거나 대체텍스트 등의 제공이 미흡하여 플레이어의 컨트롤 및 기능을 이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 장애인이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용
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으로 재생되는 영상으로 인해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조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접근성 이슈는 웹 접근성 지침 준수를 단순히 정적인 HTML 문서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플레이어와 같이 동적인 콘텐츠는 접근성 준수의 대상으로 생각하
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려는 노력으로 접근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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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플레이어의 일부 동적인 기능은 기존의 접근성 제작 기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WAI-ARIA를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
는 것이 필요하다.
플래시는 웹 기반 기술이 아니라 독자적인 플러그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성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플래시는 ActiveX 기술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더 이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기술
이고, 2020년 말부터 배포, 업데이트가 중단된다.
Adobe는 공식 성명을 통해 HTML5, WebGL, WebAssembly 등과 같은 개방형 표준
기술이 지난 수년 동안 발전하며 플래시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지원을 중단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플래시 종말을 예언하는 ‘플래시에 대한 생각(Thoughts on Flash)’에서
밝힌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견해는 옳았다. 그가 지적한 6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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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는 Adobe의 폐쇄적인 독점 기술이다. (개방된 표준 기술이 아님)
- 주요 동영상 서비스, 웹사이트가 더 나은 동영상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HTML5)
- 플래시는 보안, 안정성이 취약하고 기기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 많은 전력 소모로 배터리 수명을 짧게 만든다. (모바일 최적화 실패)
- 마우스를 사용하는 PC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터치 기반 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 플래시 기반 개발이 최신 기술 도입에 걸림돌이 된다.

플래시 플레이어를 HTML5 플레이어로 대체한다면 사례에서 언급됐던 플래시의 문
제점인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키보드 접근, 논리적 초점 이동 및 초점 상태 표시,
버튼 컨트롤 인식, 자동 재생 제어, 자막, 원고 제공 등의 문제 해결이 수월해진다.
시대는 흐르듯 변하고 기술은 발전한다. 서비스는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고 받아 들
여 사용자에게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유용함을 제공해야 한다. 사장되거나 사장될
과거의 기술에 의존하여, 사용자에게 안전에 취약하고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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