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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는(Internet Changes 

Everything)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이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비용에 있어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금융기관들이 웹 사이트를 개발할 당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 사이트 40개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외국의 금융기관에 비해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회사가 가장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텍스트 준수의 경우 외국에 비해 

3.5배 정도, 프레임 준수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 

2.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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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는(Internet Changes 

Everything)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Sampler, 

2000). 민간기업 중 금융서비스 분야는 인터넷 

활용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LG 경제연구원, 2001). 

2006년 3월 현재 20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 

뱅킹 고객수는 3,206만명에 이르며 인터넷 뱅킹을 

통한 업무처리 비중이 32.5%로 창구 텔러의 

30.9%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06. 5).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고 창구 

텔러를 이용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한다. 

창구를 이용하여 10만원을 타 은행에 이체할 경우, 

적게는 3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서울신문, 2006. 9). 

이러한 인터넷 이용 확산과 금전적 불이익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 증권, 보험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 잘 적응하여 

이용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나타나고 있다(Accenture & UNDP, 

2001; OECD, 2001). 정보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부재를 들 

수 있다(손연기, 2003).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금융기관이 웹 

사이트 개발 시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 개념, 관련 표준 

및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주요 금융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수준이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웹 접근성의 개념 
 

1. 웹 접근성이란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개념은 이를 

정의하는 학자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 표 1 > 웹 접근성에 대한 주요 정의 

구   분  정    의  

W3C WAI 
(2006 a)  

&  
Thatcher, et.al. 

(2006)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식하고, 운영하고, 

이해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 

Wikipedia 
(2006)  

 표준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 

Microsoft 
(2002)  

 접근성이란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을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장애가 없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장애인들과 노인들도 

인터넷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이 아닌 매킨토시,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외의 

파이어 폭스(Firefox), 오페라(Opera), 링스(Lynx) 

등의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 웹 접근성 구성요소  

 

접근성과 관련된 구성요소(Components)는 크게 

7 가지, 즉 콘텐츠, 사용자 에이전트, 보조기술, 

사용자, 개발자, 저작도구, 평가도구로 

구성된다(W3C WAI, 2006 b). 이러한 구성요소는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서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즉, 웹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이 제각기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만 한다. 각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 웹 접근성 관련 구성 요소(Components) 

 

 

Ⅲ.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 
 

웹 접근성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 표준과 미국 재활법 508 조(Section 508) 기준, 

일본, 우리나라의 표준 등이 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 표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W3C,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표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웹 접근성 표준 동향  

 

W3C 웹 접근성 관련 주요한 표준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1999 년 5 월 제정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 이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제정의 목적은 웹 콘텐츠 제작자들이 웹을 제작함에 

있어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 제작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WCAG 

1.0 지침은 크게 14 개의 지침(Guideline)과 65 개의 

검사항목(Checklists)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2002 년 12 월 제정된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UAAG : User Ag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이다. 본 지침은 웹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웹 브라우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보조기기(Assistive Device) 등의 사용자 에이전트 

(User agent)들도 신체적 불편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2 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2000 년 2 월 제정된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ATAG : Authoring Tools Accessibility 



Guidelines) 1.0 이다. 본 지침은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개발하는 개발자 및 

접근성 준수 저작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개발자를 

돕기 위해 제정된 표준으로, 7 개 가이드라인에 총 

28 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W3C 표준은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에서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에서는 위의 3가지 표준 이외에도 HTML, 

XML, 휴대 인터넷 등 웹 관련 기술에서의 접근성 

준수방안과 더불어 홍보방안, 평가도구 리스트, 

국가별 관련 법률 등 웹 접근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에서는 웹 

관련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1.0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 년 3 월부터 관련 

표준별로 2.0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미국의 웹 접근성 표준 동향  

 

미국은 재활법 508 조를 제정하여 연방정부 및 그 

소속기관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 법의 준수를 위해 2000 년도에 기술표준을 

제정하였으며, 기술표준 중 §1194.22 인 ‘ 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 에서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16 개 지침을 제정ㆍ공포 

하였다.  

 

3. 일본의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일찍부터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1 년 

4 월, 일본 공업규격협회 산하의 정보기술 표준화 

센터(INSTAC)에 “ 정보기술 분야공통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표준화 

조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접근성 관련 3 가지 규격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2004 년 

5월20일에는 제1부: 공통지침(JIS X 8341-1:2004), 

제 2 부: 정보처리장치(JIS X 8341-2:2004)에 관한 

일본공업규격을 제정하였다. 2004 년 6 월 20 일에는 

제 3 부: 웹 콘텐츠(JIS X 8341-3:2004)에 관한 

일본공업규격을 제정하였다.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인 

JIS X 8341-3 은 9 개 지침과 세부 

검사항목(39 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표준 동향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침 및 표준을 

제정하였다. 먼저 2002 년 1 월 정보통신부 고시로 

“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을 제정하였다.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총 10 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권장지침이 실제 홈페이지 제작시 참고하기에는 

어려우며 새로운 웹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2003 년 12 월에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을 마련하였으며, 2005 년 12 월 

국가표준(한국정보통신표준 : KICS)으로 제정되었다.  

 본 지침은 영국, 호주, EU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W3C 의 WCAG 1.0 과 WCAG 2.0 초안 및 미국 

재활법 508 조를 기반으로 국내 웹 기반 환경에 

맞게끔 재구성되었다(Hyun et.al., 2005). 특히 국내 

웹 개발자 및 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지침에서 중요시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국내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과의 호환성을 검토하였다. 본 지침은 14 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 > 국내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관련 연구 요약

구분 평가대상 평가결과 평가방법 

Brown University 

(2006 a) 

198 개 국가 1,782 개의 세계 

전자 정부 홈페이지 

접근성 준수율 23% 

(우리나라 15%) 

자동 

(Bobby 5.0) 

Brown University 

(2006 b) 

50 개의 주와 주요 연방 정부 

홈페이지 (총 1,564 개) 

연방 정부 접근성 준수율 54% 

주 정부 접근성 준수율 43% 

자동 

(Bobby 5.0) 

Eleanor T. Loiacono 

(2004) 

미국의 100 대 기업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평가 
접근성 준수율 6% 

자동 

(Bobby 5.0) 

영국 장애인  

인권위원회 (2004) 

영국 홈페이지  

(총 1,000 개) 

W3C WCAG 1.0 중요도 1 

준수율 19% 

자동(WCAG 1.0) + 

수동 

KADO 웹 접근성 

실태조사 (2005) 

대한민국 77 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접근성 평가 
평균 72.2 점 

자동(KWCAG 1.0) +

수동 

홍순구 교수 외 2 명 

(2004) 

국내의 정부기관과 미국의 

정부기관 8 개 사이트 

국내 정부기관이 미국에 비해 접근성 

오류율이 4.9 배 높음 

자동(A-Prompt) + 

수동) 



Ⅳ. 국내외 금융사이트의 웹 접근성 실태 
 

1. 웹 접근성 평가 관련 기존 연구 고찰  

 

 국내외 웹 접근성 관련 주요 연구로는 

브라운대학교 연구, 영국 장애인 인권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웹 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들 수 

있다(표 2 참조).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는 매년 

전자정부 사이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평가시 

웹 접근성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 평가는 자동평가도구인 Bobby 를 활용하여 W3C 

웹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2006 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정부의 

23%만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2005 년 19%, 2004 년도 14%에 비해 

약간 향상된 것이다. 

 영국장애인인권위원회 연구는 2004 년에 발표된 

것으로 영국의 1,000 개 주요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동평가도구 및 수동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결과 808 개(81%) 사이트가 국제 표준인 W3C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 2005 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는 국내 지침을 활용하여 자동 및 

수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13개 지침의 

61 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국내 접근성 지침을 모두 준수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Web Accessibility 

Evaluation and Repair Tool)는 홈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여부를 자동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자 또는 운영자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하지만,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이러한 평가 및 수정도구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및 수정도구가 

개발됨으로 인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웹 접근성 평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는 

AccVerify, Bobby, Insight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손쉽게 

평가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여부를 알 

수 있는데,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2003 년 9 월에 

“ A-Prompt”  한국어 버전을 개발하였으며, 2005년 

4 월에는 국내 지침을 평가할 수 있는 

“ KADO-WAH”  1.0 버전을 개발하였다. 2006 년 

9 월에는 1.0 버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 버전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하였다.  

 
< 표 3 > 웹 접근성 평가 도구 현황  

평가도구 개발업체 
무료 

이용여부 
설명 

AccVerify HiSoftware × 

 프론트페이지용 플러그인, 

웹 사이트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는

API 등 다양한 버전

이용가능 

Bobby CAST × 

 온라인 버전은 무료이나, 

다운로드 버전은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음 

Insight
SSB 

Technologies
× 

 Adobe Golive 의

플러그인으로 사용 가능한

버전 개발 

Page 

Screamer

Cruhchy 

Technologies 

Inc. 

× 

 프론트페이지, 홈사이트

등과 연계해서 사용할

플러그인, 엔터프라이즈

버전, 매니지먼트 도구 등도

이용가능 

The Wave

Temple 

University 

Institute on 

Disabilities

○ 

 온라인으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제품으로 손쉽게

접근성을 점검할 수 있음 

 

3. 금융사이트 웹 접근성 준수실태 평가개요 

 

1) 평가대상  

 

국내외 주요 금융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조사 평가대상은 국내외 은행, 카드, 증권, 보험 4 개 

분야로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 1 위부터 5 위까지 

총4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첨부 1참조). 

2006 년 9 월 28 일을 기준으로 국내의 경우에는  

랭키닷컴 (http://www.rankey.com/)을 이용하였으며,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ALEXA 

(http://www.alexa.com/)를 활용하였다. 다만, 해외 

사이트 경우 중국어, 인도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는 

언어 문제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어로 제공되는 후 순위 

(6 위에서 8 위) 사이트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방법  

 

 국내외 금융사이트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KICS.OT-10.0003)"의 14 개 항목을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40 개 웹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대상으로 14 개 

항목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웹 접근성 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체 텍스트(지침 1) 항목과 

프레임 사용(지침 5)에 대해 자동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페이지가 아닌 메인 페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침별 자세한 

평가기준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본 평가는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자동 평가 도구인 

“ KADO-WAH 2.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표 4 > 국내외 금융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평가 방법 

평가지침  KADO-WAH Rule  

대체 

텍스트 

제공 

(지침 1)  

- <img> 요소에 alt 또는 longdesc 속성 

제공 여부 

- <area> 요소에 alt 속성 제공 여부 

- <input type="image">인 태그에 alt 속성 

제공 여부 

- <applet>요소에 alt 속성 또는 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  

프레임 

사용 제한 

(지침 5)  

- <frameset> ~ </frameset> 내부에 

<noframes>제공 여부 

- <frame>, <iframe>, <frameset>, 

<noframes>의 경우 title 속성 제공 여부 

- <noframes> ~ </noframes> 내에서 <a> 

태그 제공 여부  

 

3) 국내외 금융사이트 접근성 준수실태  

 

메인 페이지를 대상으로 자동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체 텍스트 제공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금융사이트는 19.2%밖에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68.8%로 나타났다. 또한, 프레임 

사용 제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35.0%밖에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78.4%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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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텍스트 프레임 사용 제한

 
< 그림 2 > 국내외 금융 사이트의 대체 텍스트 제공 및 

프레임 준수율 - 메인 페이지 기준 (단위 : %) 

 

4. 금융기관별 웹 접근성 준수 실태 

 

1) 은행 

 

 국내외 은행들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체 텍스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25.0%밖에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외국은 61.0%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의 경우에는 외국은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3 개 은행이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국내외 은행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단위 : %)  

우리나라 외국 

구분 
대체

텍스트
프레임 구분 

대체
텍스트

프레임

국민은행 49 0 
Bank of 
America  

94 100 

농협 58 0 
Chase 

Manhattan 
Bank 

67 100 

우리은행 0 100 
Wachovia 

Corp. 
59 100 

신한은행 18 100 ICICI Bank  2 100 

하나은행 0 0 
Washington 

Mutual 
83 100 

평균 25.0 40.0 평균 61.0 100.0 

 

2) 카드 

 

국내외 카드회사들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체 텍스트의 경우 우리나라의 

카드회사들이 17.8%밖에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외국은 80.8%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1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90%이상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3 개 회사가 10% 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의 경우에는 외국은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3 개 회사가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국내외 카드회사들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단위 : %) 

우리나라 외국 

구분 
대체

텍스트
프레임 구분 

대체
텍스트

프레임

비씨카드 32 0 
American 
Express 

26 100 

KB 국민카드 49 0 

Capital 
One 

Financial 
Corp. 

91 100 

LG 카드 0 0 
Discover 

Card 
97 100 

삼성카드 0 100 MBNA 94 100 

현대카드 8 100 Providian 96 100 

평균 17.8 40.0  평균 80.8 100.0 



3) 증권 

 

국내외 증권회사들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체 텍스트의 경우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들이 17.6%밖에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외국은 44.2%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의 

경우에는 외국은 40.0%, 우리나라는 20.0%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은행과 카드회사에 

비해서는 국내외 모두 접근성을 준수하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 국내외 증권회사들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단위 : %) 

우리나라 외국 

구분 
대체 

텍스트 
프레임 구분 

대체 
텍스트 

프레임

동양증권  
미래에셋 

0 0 
The 

Motley 
Fool  

98 100 

키움닷컴 0 0 

Bombay 
Stock 

Exchange 
- India  

6 0 

미래에셋 
증권 

0 0 

Hoover's 
Online: 

StockScre
ener 

92 0 

우리투자 
증권 

13 100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0 0 

삼성 FN 닷컴 75 0 StockChart 25 100 

평균 17.6  20.0  평균 44.2  40.0 

 

4) 보험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체 텍스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이 16.2%밖에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외국은 89.0%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의 

경우에는 외국은 73.4%, 우리나라는 40.0%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단위 : %) 

우리나라 외국 

구분 
대체 

텍스트 
프레임 구분 

대체
텍스트

프레임

삼성생명 14 0 
GEICO 
Direct  

100 100 

교보생명(주) 12 0 
State Farm 
Insurance  

100 100 

대한생명 53 0 Aetna, Inc.  96 67 

AIG 
생명보험 

0 100 DentalPlans 82 100 

동양생명 2 100 
Allstate 
Insurance 
Company 

67 0 

평균 16.2  40.0  평균 89.0 73.4 

 Ⅴ. 결 론 
 

 국내외 금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를 파악한 

결과, 국내에 비해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웹 접근성을 

보다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경우 접근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 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체 텍스트, 프레임 2 개 항목만을 한정하여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 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는 

국내 금융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국내 금융회사들이 

창구 등의 대면 접촉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내외 금융사이트 웹 접근성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웹 접근성 지침의 주요 2 개 항목이 아닌 

14 개 지침 모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서울신문(2006. 9.13), 부자되고 싶으면 은행 
수수료부터 아껴라 

 

[2]손연기(2003),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과 정책방향, 제 
78 회 한국정보화사회 지도자 포럼 발표자료, 2003. 4  

 

[3]  한국은행(2006. 5.18), 2006. 3 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보도자료 
 

[4]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2003 웹 접근성 인식현황 
실태조사  

   

[5]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2005 웹 접근성 실태조사  

 

[6]  홍순구, 조재형 & 이대형(2004), 한국과 미국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 Information System 
Review Vol 7, No. 1 
 

[7] LG 경제연구원(2001), 금융기업의 온라인 추진 전략, 

LG 주간경제, 2001. 3. 7  

 

[8] Accenture & UNDP(2001), Creating a Development 
Dynamic  
 

[9] Brown University(2006a), “ Global E-Government, 
2006”   

 

[10] Brown University(2006b), “ State and Federal 
E-Government”   

 



[11] Disability Rights Commission(2004), The Web 
Access and Inclusion for Disabled People - A formal 
investigation  
 
[12] EleanorT. Loiacono(2004), Cyberaccess: Web 

Accessibility and Corporate America , Communications 
of ACM Vol. 47, No.12 
 

[13] Hyun, J. H., Choi, D. J. and Kim, S. K.(2005), An 

active step toward a web content accessible society, 

International Cross-Discipinary Workshop on Web 
Accessibility(W4A Workshop) at WWW2005 Conference, 
Chiba, Japan   

 

[14] Microsoft Corporation(2002), Accessible 
Technology in today's business - case studies for 
success, Microsoft Press  

 

[15] OECD(2001),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16] Sampler, J. L.(2000), "The Internet Change 

Everything (ICE) Age," In Zmud, R. W. (eds.) : Framing 
the domains of IT management: Projecting the future 
through the past pp.209-220., Pinnaflex Education 

Resources, Cincinnati, Ohio,   

 

[17] Section508 Portal(2006 b), § 1194.22 Web-based 

intranet and internet information and applications, 

http://www.section508.gov/index.cfm?FuseAction=Cont
ent&ID=12#Web (검색일 : 2006. 9.26)  
 

[18] Thatcher, Jim., Burks, Michael R., Heilmann, 

Christian., Henry, Shawn lawton., Kipkpatrick, Andrew., 

Lauke, Patrick H., Lawson Bruce., Regan, Bob., Rutter 

Richard., Urban, Mark., Waddel, Cynthia D.(2006), Web 
Accessibility - Web Standards and Regulatory 
Compliance,  Friends of ED  
 

[19] Wikepedia(2006), Web Accessibility, 

http://en.wikipedia.org/wiki/Web_accessibility (검색일 : 

2006. 9. 26)  

 

[20] W3C (2006),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http://www.w3.org/TR/WCAG10/ ,   (검색

일 : 2006. 9.25)  

 

[21] W3C WAI(2006 a), Introduction to Web 
Accessibility, 
http://www.w3.org/WAI/intro/accessibility.php   (검색일

 : 2006. 9.25)  

 

[22] W3C WAI(2006 b), Essential Components of Web 
Accessibility http://www.w3.org/WAI/intro/components 

(검색일 : 2006. 9.25) 

 
<첨부 1> 국내외 금융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평가대상  

업종 우리나라  외국  

국민은행(http://www.kbstar.com)  Bank of America(http://www.bankofamerica.com)  

농협(http://www.nonghyup.com/main.html)  Chase Manhattan Bank(http://www.chase.com)  

우리은행(http://www.wooribank.com)  Wachovia Corp.(http://www.wachovia.com)  

신한은행(http://www.shinhan.com)  ICICI Bank(http://www.icicibank.com)  

은행 

하나은행(http://www.hanabank.com/portal/index_main.html) Washington Mutual(http://www.wamu.com)  

비씨카드(http://www.bccard.com/card/index.jsp)  American Express(http://home.americanexpress.com/home/mt_personal.shtml)  

KB 국민카드(http://www.kbstar.com)  Capital One Financial Corp.(http://www.capitalone.com)  

LG 카드(http://www.lgcard.com/main/main.jsp)  Discover Card (http://www.discovercard.com/discover/data/home.shtml)  

삼성카드(http://www.samsungcard.co.kr/home.htm)  MBNA (http://www.mbna.com)  

카드 

현대카드(http://www.hyundaicard.com/main.html)  Providian (http://www.providian.com)  

동양증권 미래에셋(http://www.myasset.com/main.html)  The Motley Fool (http://www.fool.com)  

키움닷컴(http://www.kiwoom.com/cgi-bin/main/mainpage.cgi) Bombay Stock Exchange (http://www.bseindia.com)  

미래에셋증권(http://www.miraeasset.com/group/main.html ) Hoover's Online: StockScreener (http://www.stockscreener.com)  

우리투자증권(http://www.wooriwm.com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http://www.nse-india.com/homepage.htm)  

증권 

삼성 FN 닷컴(http://www.samsungfn.com)  StockChart (http://www.stockchart.com)  

삼성생명(http://www.samsunglife.com)  GEICO Direct (http://www.geico.com)  

교보생명(http://www.samsunglife.com)  State Farm Insurance  (http://www.statefarm.com/index.asp) 

대한생명(http://www.korealife.com)  Aetna, Inc. (http://www.aetna.com/index.htm)  

AIG 생명보험(http://www.myangel.co.kr)  DentalPlans (http://www.dentalplans.com)  

보험 

동양생명(http://www.myangel.co.kr)  Allstate Insurance Company (http://www.allst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