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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단편 인 HTML문서에 그쳤던 웹사이트가 방 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포함한 거  웹 애 리 이션 시스템
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웹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웹 근성이 해되는 상황이 발생하 는데, 모바일/스마트 환경에서의 사용성

이 미흡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웹 이용에 불편과 차별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이의 해소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 지법이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으로 확 됨에 따라 웹 근성을 확보하기 한 웹사이트 개편이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융거래나 자
상거래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솔루션으로 구성된 웹사이트에서 웹 근성을 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은행의 

경우 개편해야 할 콘텐츠의 양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고, 디자인 이미지, HTML, 로그래  소스, SW패키지 등 검토해야 할 웹 근성 

요소가 무나 많고 복잡하다. 때문에 거 하고 고도화된 웹 애 리 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웹 근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분석, 설계, 구 , 테스트 등 웹사이트 개발 반에 걸쳐 웹 근성 수를 지원할 수 있는 웹 근성 수 임워크가 

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과 웹 근성 수 표  가이드, 웹사이트 특성에 따른 웹 근성 이슈 등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 실무 용이 가능한 웹 근성 수 임워크를 제시하 다. 그리고 이를 W은행 인터넷뱅킹 재구축 로젝트의 실제 사례에 

용하여 웹 근성 우수사이트 품질마크 인증이라는 로젝트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제시된 임워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웹 근성, 웹 근성 수 임워크,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

ABSTRACT

As Internet advances, websites with simpel HTML pages are changing to complex web application systems with enormous contents 

and various services. With this trend, it is noted that situations where Web accessibility of the old and the handicapped is inhibited 

are growing. To solve this problem,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has been enacted since April 2013. This act triggers massive website 

reorganization efforts. However, in order for the huge and sophisticated web applications and web sites to ensure a web accessibility, 

a framework is required to throughout the web site development.

Based on thorough review of website development methodologies,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standards, and various web 

accessibility issues related to website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poses a practice oriented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Framework.” 

The current study also examines the usefulness and value of this framework by applying it to the internet banking development project 

of W bank and receiving a certificate for high quality website complying web accessibility standards.

☞ keyword : Web Accessability, Web Accessability Compliance, Website Development Methodology

1. 서   론

인터넷은 1969년 알 넷(ALPANET)에서 시작되어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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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 표 화 이후 월드 와이드 네트워크로 확장되었고, 

1990년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사용인구가 

폭발 으로 증가하 다. 인터넷 커뮤니 이션의 주요 채

인 웹사이트도 1990년  버 스리에 의해 처음 만들

어진 후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1]. 기 웹사이

트는 개인 심의 자료 공유를 해 만들어진 HTML형식

의 단편 인 문서 수 이었으나, 웹의 효용성이 높아지면

서 차 그 내용과 종류, 기능이 다양해졌고 이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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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포함한 거  웹 애 리 이

션 시스템이 되었다. 기존의 통 인 물리  공간에서의 

비즈니스가 가상공간으로 확 됨으로써 시장 역의 확

, 기업 활동시간의 증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2].

그러나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한 웹 사용이 일상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다루기 힘든 장애인이나 

고령층은 웹 근성을 수하지 않고 제공되는 웹 서비

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3]. 한 2009년 말 스마트

폰의 등장 이후 인터넷 이용 환경이 모바일/스마트 역

으로 속히 팽창되었는데, 과거에는 PC기반 도우와 

라우 만으로 거의 모든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운 체제와 라우

를 지원해야 하는 오 웹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4]. 그 

동안 웹 이용을 효과 으로 지원하고자 개발되었던 다양

한 웹 디자인 기법과 웹 개발 기술, 특정 웹 라우 에 종

속된 기술들이 오히려 웹 근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웹사이트가 고도화되고 웹 애 리 이션이 진화할수록 

웹의 보편  활용성은 오히려 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웹 근성 확보 문제는 기야 법  규제

로까지 나타났는데, 장애인 차별 지  권리구제에 한 

법률과 그 시행령(법률 제 10789호, 이하 장애인차별 지

법)이 바로 그것이다. 2008년에 시행된 본 법은 의무 수 

상이 매년 확 되어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이 

이를 수해야 하며 배 시에는 민.형사상의 벌칙이 부

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기업, 온라인 

쇼핑몰, 은행, 증권사, 카드, 보험사 등 법 수 의무가 있

는 모든 조직이 웹사이트를 으로 개편 는 재구

축하고 있다. 

그 다면 웹 근성은 어떻게 수될 수 있는 것인가? 

웹 근성 수를 해서는 구체 인 표 지침이 필요하

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근성연구소에서 이러한 가

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의 내용이 아직까지

는 정보성 콘텐츠 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2013년 이

에는 법 수의무가 주로 공공기 에 국한돼 있었기에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창구, 오 마켓과 같이 민간 기업

에서 제공하는 고도화된 웹사이트에 한 가이드가 충분

치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런 웹사이트에 포함된 수많은 웹 애 리 이

션과 소 트웨어 패키지(보안, 인증, 암호화, 인쇄 등)가 

웹 근성 없이 개발되고 운 된 지 수년이 흐른 상황에

서 로그램 소스를 변경하여 웹 근성을 확보한다는 것 

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융거래나 자상거래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솔루션으로 구성된 웹사이트에

서 웹 근성을 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

문에 거 하고 고도화된 웹 애 리 이션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가 웹 근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구축 

단계부터 웹 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단지 웹 근성 표  지침에 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분

석, 설계, 구 , 테스트 등 웹사이트 개발 반에 걸쳐 웹

근성 수를 지원할 수 있는 웹 근성 수 개발 

임워크가 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의 웹 근성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식이나 가이

드라인 는 임워크를 제시하기 보다는 공공기 , 의

료기 , 인터넷 뱅킹 사이트의 웹 근성 수 실태를 조

사하거나[5,6], 웹 근성 평가 툴에 한 비교 연구[7]이거

나 웹 근성 정책 향 요인에 한 연구[8]들이 부분이

다. 다만, 웹사이트의 웹 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한 문태은, 

문형남[3]의 연구는 웹 표 에 근거하여 CSS (Cascading 

Style Sheets)를 이용한 이아웃, 주메뉴 내비게이션, 유

동 폰트크기 조정 등 실증  사례를 제시하 으나 이는 

기술  시의 사례로서, 웹사이트 개발 반에 한 방

법론  안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과 웹 근성 수 표  

가이드, 웹사이트 특성에 따른 웹 근성 이슈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웹사이트 개발 시 용이 가능한 웹 근성 

수 임워크(Web Accessibility Compliance Framework: 

WACF)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W은행 인터넷뱅

킹 재구축 로젝트의 실제 사례에 용해 으로써, 제

시된 임워크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웹 근성의 정의와 지침

웹 근성의 정의는 연구자나 기 에 따라 약간의 차이

가 존재한다. 국제 웹 근성 표 을 주도하는 W3C-WAI 

(World Wide Web Consortium-Web Accessibility Initiatives)

는 웹 근성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의 정

보에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9]. 국내 웹 근성 표 을 수립하고 인증심사를 수행하

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근성 연구소에서는 웹 근

성을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가 어떠한 기술 환

경에서도, 사용자가 문 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모든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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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식의 용이성 원칙

(Table 1) Principles of Perceivability

지침 (3개) 검사항목 (6개)

1.1( 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체 텍

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1.1( 한 체 텍스트 제공) 텍

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

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 텍스

트를 제공해야 한다.

1.2(멀티미디어 체 수단) 

동 상, 음성 등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

도록 체 수단을 제공해

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

츠에는 자막, 원고 는 수화를 제

공해야 한다.

1.3(명료성) 콘텐츠는 명확

하게 달되어야 한다.

1.3.1(색에 무 한 콘텐츠 인식) 콘

텐츠는 색에 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계없이 인식될 수 있

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비는 4.5  1 이상이어야 한다.

1.3.4(배경음 사용 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

야 한다.

(표 2) 운용의 용이성 원칙

(Table 2) Principles of Operability

지침 (4개) 검사항목 (8개)

2.1(키보드 근성) 콘텐츠

는 키보드로 근할 수 있

어야 한다.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

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2.1.2(  이동) 키보드에 의한 

은 논리 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

각 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

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2.1(응답시간 조 )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 시간을 조 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

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 과민성 발작 방) 

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

지 않아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

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

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역 건 뛰기) 콘텐츠

의 반복되는 역은 건 뛸 수 있

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 페이지, 임, 

콘텐츠 블록에는 한 제목을 제

공해야 한다.

2.4.3( 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

스트는 용도나 목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웹 근성 정의만으로는 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제 웹콘텐

츠 제작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내

에서는 이에 2004년 12월에 ‘한국형 웹콘텐츠 근성지침

(Korea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KWCAG) 1.0’이, 

2005년 12월에는 ‘인터넷 웹 콘텐츠 근성 지침’이 발표되

었고 2010년 12월 ‘KWCAG 2.0’이 개정 발표되었다[10]. 

KWCAG 2.0은 4가지 원칙과 13개의 지침, 22개의 검

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은 웹 근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원칙에 맞추어 웹 콘텐츠를 제작하면 기

술 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웹 콘텐츠

의 내용을 동등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

칙만 서는 웹 근성을 어떻게 수해야 할 지 악하

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하는 

지침과 각 지침별로 웹 근성 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검사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비록 

상황에 따라 웹콘텐츠에 한 근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지침을 모두 수한 경우에는 웹

근성과 련된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11]. 각각의 원칙과 지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 원칙은 기본 으로 모든 콘텐츠에 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

성 원칙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 텍스트, 멀티

미디어 체 수단  명료성에 한 3개의 지침과 이와 

련된 6개의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운용의 용이성 원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가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 원칙은 (표 2)에서 나타나듯이 키보드 

근성, 충분한 시간제공, 과민성 발작 방  쉬운 내비

게이션과 같은 4개의 지침과 총 8개의 검사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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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이해의 용이성 원칙은 사용자가 제시되는 모든 콘텐츠

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 원칙

은 (표 3)에서 나타나듯이 가독성, 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도움 등과 같은 4개의 치침과 이와 련된 6

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이해의 용이성 원칙

(Table 3) Principles of Understandability

지침 (4개) 검사항목 (6개)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

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 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

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

츠는 논리 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 인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

게 구성해야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

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 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응하는 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원칙 4. 견고성(Robust)

견고성 원칙은 웹 콘텐츠가 미래의 기술로도 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견고성 

원칙 한 (표 4)에서 보여지듯이 문법 수와 웹 애 리

이션 근성 등 2개의 지침과 이와 련된 2개의 검사

항목을 가지고 있다. 

(표 4) 견고성 원칙

(Table 4) Principles of Robustness

지침 (2개) 검사항목 (2개)

4.1(문법 수) 웹 콘텐츠

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

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첩 계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

다.

4.2(웹 애 리 이션 근

성) 웹 애 리 이션은 

근성이 있어야한다.

4.2.1(웹 애 리 이션 근성 

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 리

이션은 근성이 있어야 한다.

2.2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

소트 웨어 개발환경이 웹 기반으로 이동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HTML이 화면 표 을 하여 사용된다는 

것으로, 웹 로젝트 자체가 여러 기술들의 복합 인 

용으로 매우 복잡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

직을 분리할 수 있는 표 화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설계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

인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로그래머가 그 디자인을 포

함한 코드 안에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UI 디자인이 변경되면 디자이 가 다시 변경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변경된 디자인을 반 하는 코드를 

가지고 로그램을 해야 하는 차상의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웹을 기반으로 하는 로젝트에서는 비즈니스 

로직 개발자와 UI 디자이 의 웹개발 경험과 원활한 의

사소통이 필요조건 이다[12]. 

이 듯 기존의 소 트웨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웹사

이트를 개발하기 해 다수의 방법론들이 2000년  후 

인터넷 비즈니스의 부상과 함께 제시되었다. 이선로, 김

기 [13]은 당시 산업계와 학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

의 방법론과 기법들을 정리하여 각 방법론들의 특징과 

문제 을 지 하 다. 이에 따르면, 어떤 방법론은 웹사

이트 개발 로젝트의 계획단계를 강조하면서 비즈니스 

략 분석을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방법론은 웹사이

트 개발 생명주기에 로토타이핑을 목하여 개발 로

세스에 을 맞춘다. 그 외, 디자인 단계의 모델링을 강

조한 방법론이나 외부고객을 주요 사용자로 간주하고 그

들의 이용성을 강조한 방법론 등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론들은 부분 외부고객에 한 요구사항을 웹

사이트에 반 하는 구체  차와 기법을 정의하지 않았

으며, 웹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 인 유지보수 단계

를 기술하지 않았거나, 웹사이트 이용성 테스트에 한 

구체 인 차를 제한 으로만 제시한다는 문제 을 가

지고 있다[13]. (표 5)는 당시 조사된 웹사이트 개발 방법

론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후 특별히 새로운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이 문헌에서 

제안된 은 없으나, 실무 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

지 방법론을 혼합하거나 자체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개발 방법론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

은 기본 으로 이들이 소 트웨어 개발 생명주기(SDLC)의 

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SDLC는 소 트

웨어를 개발하기 한 과정을 정의-개발-유지보수-폐기와 

같은 하나의 연속된 주기로 보고 소 트웨어 개발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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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단계 기법/특징

Collaborative Web 

Development(Burdman, 1999)

1. Planning and strategy

2. Design and specification

 2.1 Audience analysis

 2.2 Defining development stages and strategies

2.3 Creative design and content planning

2.4 Technical Design

2.5 Usability Test

3. Production

4. Testing

WBS

Prototyping

Interview

기획단계에서 WBS기법을 통해 웹사이트 

목표를 시스템에 구체 으로 반

A top-down  methodology(Artz, 1996) 1. Problem Statement

2. Constraining requirement

3. Conceptual model

4. Derived requirement

5. Detailed analysis

6. Detailed Design

7. Development

Story boarding

효율 인 로젝트 리를 해 기획단계와 

디자인 단계에서 목표설정  디자인 안내

서를 정의하고 있음

Web site engineering(Powell et al., 

1998)

1. Problem definition and exploration

2. Requirements analysis and specification

3. Designing the web site and system

 3.1 Information design

 3.2 Program design

 3.3 Navigation design

 3.4 Graphic design

4. Implementation: Building a web site

5. Web testing

6. Post-development promotion and maintenance

Whirlpool approach

Flowchart

웹 환경을 고려한 유지보수단계를 정의하고 

있음

Web site Design Method Methodology

(De Troyer and Leune, 1998)

1. User modeling

 1.1 User classification

 1.2 User class description

2. Conceptual   Design

 2.1 Object modeling

 2.2 Navigational design

3.   Implementation

사용자를 클래스 단 로 디자인함으로써 사

용자 모델링 단계의 요성을 강조

User-Centered Design 

Methodology(Murray et al., 2001)

1. User analysis

2. Task analysis

3. Design analysis

4. Competitive assessment

5. Beta testing and benchmark assessment

Scenario modeling

Prototyping

외부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웹사이트 디자인

을 개함으로써 이용성 강조

User-Centered Web Design

(Cato, 2001)

1. Discovery

 1.1 Organization

 1.2 User requirement

2. Design

3. Use

 3.1 Usability evaluation

UML-actors

Use scenarios

Questionnaire

Storyboard

Prototyping

이용성 테스트 강조

(표 5)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 선행연구조사                                                  (이선로.김기 (2003) 재인용)

(Table 5) Literature Review for the Website Development Methodology (citation from Lee and Kim, 2003)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방법론을 모형화 한다. SDLC 

로세스는 표 기구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 시스템 개발 과정을 일련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14]. 일반 인 SDLC는 분석, 설계, 구 , 테스트, 이행

을 거쳐 운 단계로 환되는데, 첫 단계인 분석에서는 문

제 과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한 후 요구사항을 

명세화 하게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명세화

된 요구사항을 로그램으로 개발하기 한 상세 사양을 

작성하고, 구  단계에서 이를 로그래  언어로 개발한



웹사이트 개발을 한 웹 근성 수 임워크

92 2013. 10

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개발된 소 트웨어가 정상 으로 

작동하는지를 검하고 수정하는 활동들이 진행되며 일정 

수  이상의 품질이 보장될 때 시스템 이행 과정을 거쳐 운

단계로 환된다. 이러한 SDLC는 단조로운 구성과 몇 

몇 단 에도 불구하고 소 트웨어 개발과정을 독립된 여러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장 을 가지기 때문에 소 트

웨어 개발 로젝트의 일정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의 개념

인 틀로서 리 이용되고 있다. 

3. 사례 연구 

3.1 사례개요: W은행 인터넷 뱅킹시스템 구축 

로젝트

인터넷 뱅킹은 고객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  

거래내역조회, 자 이체 등과 같은 제반 융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으로 은 의미에서는 융권역

을 불문하고 융기 이 자화된 매체를 이용하여 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총칭하는 자 융과 같은 의미

로 혼용되기도 한다[15]. 1999년 시작된 인터넷 뱅킹은 은

행의 비용 감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

이라는 기  속에 PC, 인터넷, 모바일 등의 IT기술 발달

과 함께 속히 확산되었고, 이제는 융 기 의 핵심 채

 서비스가 되었다[16]. 최근의 인터넷뱅킹은 서비스 

역이 더욱 확장되어 조회  이체 서비스 외에도 

출, 펀드, 골드, 외환과 같은 다양한 융상품을 취 하고 

있으며, 퇴직연 , 보험, 주택기 , 세 공과 , 개인자산

리 등의 융서비스와 이벤트, 사회공헌, 고객 장 등 

범 가 은행 서비스 반으로 확 되었다[4].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말 재 국내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은 

8,643만 명이며, 하루 평균 4,573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고 

33.2조 원이 거래되고 있다[17].

본 연구의 사례가 된 W은행의 인터넷 뱅킹시스템 역

시 개인뱅킹을 비롯하여 기업뱅킹, 융상품몰, 고객

장, 은행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일일 평균 70만명이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

하고 있다. W은행은 모바일/스마트로 넓어진 인터넷 이

용환경과 장애인차별 지법이라는 법  규제에 응하

기 해, 국내 융기  최 로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를 오 웹 방식의 웹 근성 수 사이트로 개편하

고자 하 다. 

이 게 추진된 로젝트는 2012년 8월에 시작하여 

2013년 4월 이행, 오 , 안정화까지 총 9개월 동안 1,000 

M/M 이상의 문 인력이 투입되었고, UI/UX 디자인 

면개편, 웹 애 리 이션 재개발, UI 임워크 도입 그

리고 HW/SW/DB를 변경하는 시스템 인 라 개선 작업까

지 인터넷 뱅킹 반에 걸친 개편이 이루어졌다. W은행

은 본 사업을 통해 고객 심 e마  채  역량 강화, 멀

티 OS와 멀티 라우 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 오 웹 

지원, 장애인차별 지법에 응하는 웹 근성 확보  주

요 사이트에 한 웹 근성 인증마크 획득 등을 주요 목

표로 하 고 2013년 4월 6일 성공 인 고객 오 과 개

인/기업/카드/ 융상품몰/은행소개 등 5개 사이트에 한 

웹 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를 획득하 다. 

3.2 W은행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

앞서 문헌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은 웹사이트의 고유 특성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

자인과 웹 애 리 이션 개발 부분이 조화롭게 구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웹사이트 개발 로세스 상

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과 산출물들이 정의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W은행의 사례에서 용되었던 웹사

이트 개발 방법론을 SDLC 에서 재구성하여 

WSDM(Web Site Development Methodology)이라 명명하

다. WSDM은 분석, 설계, 구 , 테스트, 운 환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웹사이트 개발에서 필요한 

활동과 태스크, 산출물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 공정도

는 (그림 1)과 같다.

WSDM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웹 애 리 이션 개발이 분

리되어 있다는 이다. 이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UI 디자

인이 요하고 로젝트에서 차지하는 업무비 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설계 단계에서 로토타

입 개발을 통해 응용 아키텍처를 구 하고 검증하는 활동

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 UI디자인이 신 으로 바

고 최신 웹 서비스들이 구 되며 시스템 인 라까지 변

경된다면,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새로 구축된 웹 사이트

가 제 로 가동될 지 선행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

서 구  과정에 필요한 로그래  개발 표 도 만들 수 

있다. 

WSDM의 각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먼  분석 단계

에서는 행시스템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요

구사항 명세를 작성한다. 요구사항 정의는 UI 디자인과 

콘텐츠에 한 요구사항, 웹 애 리 이션 기능에 한 

요구사항  필요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도 정의하며, 응



웹사이트 개발을 한 웹 근성 수 임워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4권5호) 93

(그림 1)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 (WSDM) 공정도

(Figure 1) An Overview of Web Site Development Methodology (WSDM)

답속도와 같은 비기능 품질 요소에 해서도 가능한 구

체 으로 명세화한다. 다음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단

계에서 정의된 요구사항 명세를 로그램으로 개발하기 

한 상세 사양을 작성한다. 웹 사이트는 그 특성상 UI 

디자인과 웹 애 리 이션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각 

역별로 상세 설계가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로그

램 소스 안에서 통합 구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UI 디자이 와 웹 개발자가 설계 안에 해 원활

한 커뮤니 이션을 가져야 하며 공통의 컨센서스를 반드

시 이루어야 한다. 분석/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로토

타입 개발은 UI디자이 와 웹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의 의

사소통 효과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키텍처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이슈와 험요소를 구  단계 

에 감지하고 응할 수 있는 매우 효과 인 기법이다. 

설계 단계에서의 주요 활동은 UI표  설계와 로그

램 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  UI설계에서는 정보 아키

텍쳐(Information Architecture, IA)와 화면 목록이 도출되

고 각각의 화면을 상세화 한 화면설계서(Story Board)가 

작성된다. 그리고 디자인 시안작업을 거쳐 웹 디자인 개

발표 으로서 웹스타일 가이드와 퍼블리싱 가이드를 수

립한다. 로그램 설계에서는 웹 애 리 이션으로 구

해야 할 로그램 목록이 도출되고 로그램 명세를 통

해 인풋/아웃풋, CRUD 매트릭스 등이 정의된다. 한 

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정의되고 연계

시스템에서는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스 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 트

웨어 패키지 사양서가 설계 산출물에 포함되기도 한다. 

분석/설계와 로토타입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 인 구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UI 디자인에서는 

UI표  설계에 따라 각종 이미지 리소스와 디자인 메타

포를 개발하고 이를 HTML으로 제작한다. 로그램 개발

에서는 HTML에 비즈니스 로직을 삽입하는 소스 코딩 작

업을 수행한 후 단  테스트를 통해 애 리 이션 개발

을 완료한다. 단  테스트가 구 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단  테스트 자체가 엄 한 의미에서 테스트 활동이라기

보다는 단  개발의 완료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개발된 소 트웨어가 정상 으로 작

동하는지를 검하고 수정하는 활동들이 진행된다. 일반

으로 2~3 차례의 통합테스트가 진행되고 매 테스트에

서 나타난 에러가 일정 커버리지 이상을 달성했을 때 다

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통합 테스트 이외에도 인수 테

스트, 성능 테스트 등이 진행되는데 웹 사이트는  고객 

서비스 채 인 만큼 동시 속자 부하테스트, 거래처리 반

응시간 등 성능 테스트 결과가 이행 결정에 매우 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운 단

계로 환을 한 시스템 이행에 들어가는데, 이행은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는 매우 요하고 신

한 활동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행이 완료된 

후 가동 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컷오버 선

언을 하고 로젝트는 종료 차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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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은행 웹사이트의 웹 근성 이슈

은행은 그 어떤 기 이나 조직보다도 복잡한 융상품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은행 웹사이트도 방 한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W은행 웹사이트 

역시 개인뱅킹, 기업뱅킹, 카드, 보험, 융상품, 은행소

개, 고객 장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

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은행의 온라인 마  역량 강화

와 고객 이용 편의를 해  더 문화되고 세분화되

기도 하는데, W은행도 이번 로젝트를 통해 인터넷 뱅

킹을 22개의 서  사이트로 분할하 다. (표 6)은 W은행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체 서비스 황이다. 이러한 서비

스 구성은 타 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표 6) W은행 웹사이트의 서비스 구성도

(Table 6) W Bank Website Service Layout

구분 서  사이트

코어 서비스 개인뱅킹, 기업뱅킹, 융상품, 카드

융 서비스 펀드센터, 론센터, 외환센터, 퇴직연 , 

국민주택기 , 기업지원서비스, 

우리에스크로, 머니 랜, 스마트 융

포탈 서비스 우리사랑e나눔터, 머핀, 제휴우 클럽, 

투체어스PB, 이벤트, 웹진, 고객 장, 

보안센터, 은행소개

다국어 서비스 어, 일어, 국어, 베트남, 몽골, 태국어

은행 웹사이트가 수많은 서  사이트로 분할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각 사이트가 독립성을 가진 개별 서비

스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사이트 별로 고려되

어야 할 웹 근성 이슈와 포인트, 응 방안도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몇몇 주요 사이트의 웹 근성 이슈

를 살펴보면, 먼  개인뱅킹은 실제 고객이 가장 많이 이

용하는 사이트로 계좌조회/이체/상품/ 출 등 인터넷 뱅

킹의 핵심서비스를 모두 담고 있다. 때문에 다양하고 복

잡한 뱅킹 서비스로 인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비

게이션을 구성하고 메뉴의 활성/비활성 여부, 메뉴간 이

동에 근성이 수되도록 해야 한다. 한 표와 숫자가 

많은 콘텐츠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의 스텝, 인풋 박스, 실

행 버튼, 아이콘 등도 논리  개와 사용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뱅킹은 그 특성이 개인뱅킹과 유

사하나, 량이체, 자결제, 어음, 웹EDI, 승인결제 등 기

업뱅킹 고유의 복잡한 거래가 많고 방 한 양의 거래를 

표시하고 처리하는 그리드 소 트웨어 등과 같은 패키지 

소 트웨어들의 웹 근성 수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

다. 융상품 몰은 비 면 마  채 로서 상품 소개-검

토-추천-가입까지의  경로에 걸쳐 고객 이용과 한 

계를 가지므로, , , 출, 보험, 펀드 등 융상

품의 식별과 메뉴별 이동이 용이해야 하며, 특히 상품정

보에 나타난 표, 차트, 이미지 등이 웹 근성을 해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은행소개는 융거래를 포함

하지 않지만, 은행소개, 투자정보, 홍보센터, 인사채용 등 

일반 고객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본 사이트로서, 랜드 

아이덴터티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진, 이미지, 색깔, 아이

콘, 배 , 폰트, 텍스트 등 콘텐츠의 웹 근성을 수하고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3.4 웹 근성 수 임워크와 용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웹 근성 수 임워크(Web 

Accessibility Compliance Framework: WACF)는 앞서 정리

된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 WSDM의 로세스 안에서 각 

단계마다 웹 근성 수를 해 수행해야 할 제반 활동

들과 산출물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As-Is 사이트에 한 

사  진단부터, 요구사항의 웹 근성 이슈 검토, 웹 근

성 표 지침 수립, 설계 산출물 검토, 개발  가이드, 개

발 산출물 검사, To-Be 사이트 진단 등을 거쳐 구축 완료

된 웹사이트의 웹 근성 품질을 인증하고 로젝트를 종

료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한다. WACF에 한 공정도는 

(그림 2)와 같다.

WACF 각 단계의 활동들과 W은행 사례에서 용한 

시들을 살펴보면, 먼  분석 단계에서는 행 사이트의 

웹 근성 평가를 통해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

비스의 특성을 악하고 웹 근성 오류  주요 이슈를 

감지함으로써 향후 표  지침 수립  가이드를 한 

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요구사항 정의단계에서 

도출된 콘텐츠나 서비스가 실제 구 되어도 웹 근성을 

해하지 않는지, 요구사항에 한 웹 근성 이슈 검토가 

필요하다. W은행에서도 콘텐츠 이용 히스토리 탭을 구

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나 실제 구동시 장애인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요구사항에서 제외되기도 

하 다. 이외에도 로젝트 참여자 모두에게 웹 근성의 

개념과 지침, 사례, 련 법규 등을 교육하고 웹 근성 

수의 요성을 이해시키는 활동이 있다. 특히 로젝트 

반에 웹 근성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요한데, 이 의 개발 방식이 콘텐츠와 서비스가 오류 없

이 정상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웹 근성을 수

하는 것은 이 외에도 체 콘텐츠 제공, 서비스 구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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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웹 근성 수 임워크 (WACF) 공정도

(Figure 2) An Overview of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Framework (WACF)

작동순서, 기능요소별 설명 등 보다 상세한 개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애 리 이션 개발자들이 웹

근성을 UI 디자인의 문제라고 간주하고 이를 가벼이 여

기는 경우가 많은데, 웹 근성은 모든 웹페이지 요소요소

에 반 되어야 하고 기능 측면에서도 수되어야 할 것

들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지켜나가지 않으면 나 에 면

인 재수정 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UI디자인과 애 리 이션 개발을 가

이드 할 수 있는 웹 근성 표 지침을 수립하고 가이드

한다. 표  지침은 화면설계, 디자인 요소, HTML 코딩, 

로그램 코딩 반 사항 등 설계와 구  단계에서 필요

한 제반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여 웹 근성 표  가이드

로 정의되고, 웹 개발방법론상의 설계 산출물들이 이러한 

지침을 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

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가이드 활동은 UI디자인과 웹 애

리 이션을 분리할 수 있는데, 먼  UI디자인 설계 산

출물과 련해서는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웹스타일 

가이드(WSG), 퍼블리싱 가이드 검토를 진행한다. 다음으

로 웹 애 리 이션과 련된 가이드 활동에서는 로그

램 설계서를 검토하지 않고 기능이 구 된 로토타입 

산출물을 검사함으로서 웹 근성이 수되었는지를 

검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 로토

타입 산출물에 한 검사는 실제 구 된 UI디자인과 웹 

애 리 이션의 웹 근성을 검사하는 것임으로 설계 시 

미처 반 하지 못한 오류와 상치 못한 결함들이 발견

되고 조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격 인 개발이 이루어

지는 구 단계에서의 실수를 방할 수 있다. W은행 사

례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해서 꼭 필요한 기

능과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주요 업무를 선별하여(표 7 

참조) 상으로 로토타입 개발을 실시하 다. 이를 통

해 새롭게 도입되는 UI 임워크 툴의 가동, UI 디자인/

퍼블리싱 가이드, 로그램 소스코드 표  등 개발 표  

수립  가이드 안을 마련하고 오 웹 환경 테스트, 웹

근성 검사 등을 통해 새롭게 구 될 로그램 아키텍

처 반을 분석/설계 단계에서 검증하 다.

(표 7) 로토타입 개발 업무 시

(Table 7) Examples of Busienss Processes for 

Prototyping

구분 업무

공통 로그인

개인뱅킹 계좌조회

최근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 약이체

기업뱅킹 기업 량이체

기업 량이체 배치

기업 량이체 내역조회

외환 환율조회

세 공과 지방세

카드 카드 승인내역 조회

분석/설계 단계와 로토타입 검사를 통해 웹 근성 

표 지침이 수립되었다면, 구  단계에서는 이러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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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수될 수 있도록 계속 검사하고 오류를 지 하

고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오류

에 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가이드 

해야 한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개발 가이드에 따라 로

그램 소스코딩을 하기 때문에 웹 근성 이슈로 인해 개

발 방식이 표류된다면 수십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혼선

을 겪게 되고 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 기존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의 

구 , 소 트웨어 패키지의 용은 웹 근성에서도 선행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W은행에서는 계좌이체와 같은 거래 로세스에서 마

지막 단계인 공인인증서 확인을 별도의 창으로 띄우지 

않고 In-Page 방식으로 하단부에 삽입하여 처리하는 새로

운 방식을 도입하 는데, 이때 이를 구 하는 기술  이

슈보다는 공인인증서 입력공간에서 키보드 근성이 확

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인터넷뱅킹 특성상 거의 

모든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면 그 동안 개발된 련 로그램을 모두 수

정해야 했을 것이다. 웹 근성 오류는 엄 하게 로그램 

에러라기보다는 이용상의 불편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

능 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웹 근성 측면에서는 이

처럼 오류로 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구 이 끝나고 본격 인 테스트 단계로 들어서면 웹

근성 검사도 수 이 한층 강화된다. 구  단계에서는 단

 화면만 개발되어 있거나 일부만 구 되어 체 인 

서비스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테스트 

계정이나 데이터, 시나리오 비 등과 같은 테스트 비 

활동이 충분치 못하여 검사 자체가 단  산출물에 한정

된다. 게다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이슈와 오

류에 응하기 한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가이드 하는 

것이 시 하므로 통합 인 에서 웹 근성을 진단하

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테스트 단계에서는 체 인 

에서 To-Be 사이트의 웹 근성을 진단하여 해당 사이

트가 웹 근성을 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단한다. 

To-Be 사이트 진단을 한 첫 번째 검사는 자동 검사

도구를 이용한 4개 항목- 체텍스트 제공, 제목제공, 기

본언어 표시, 이블 제공 수 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는 

웹 근성 수를 한 가장 기본 이면서도 필수 인 요

소들로 가능하면 수 검사를 통해 모든 페이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단, 이때 자동검사에서 오류로 감지되었

다고 해서 실제 모두 오류는 아니며, 로그램 구동 방식

이나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웹 근성을 지원하기도 

하므로 개발과정에서 정의된 표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근성 품질마크 심사기 가이드

에서도 자동 검도구로 검사 가능한 4개 항목 수율이 

95% 이상일 경우만 다음 심사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 

W은행에서는 이러한 자동 검사도구의 기능을 UI 임

워크 툴에 내장함으로써 단  페이지 개발 시에도 검

이 가능하고 수 검사도 지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웹 근성 문가에 의한 검사이다. 문가 

검사는 주요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정하여  KWCAG 2.0

에서 제시하는 22가지 항목을 기 으로 웹 페이지에 

한 세 한 검사와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

흥원의 웹 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도 문가 심사

는 다양한 템 릿 페이지를 추출하고, 해당 페이지에 

한 수 여부를 평가하여 각 항목별 수율이 95%이상이

면 통과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콘텐츠

와 서비스를 상으로 검사할지를 먼  결정해야 한다. 

W은행에서는 웹 로그분석 결과를 기 으로 일 평균 조회

수가 가장 높은 웹 페이지 400여 개와 웹 사이트에서 가

장 기본 으로 제공하는 소개 콘텐츠, 즉 은행 소개 등을 

상 페이지로 선정하 다. 이 게 추출된 웹 페이지의 

근성 검사항목 22가지를 모두 진단하고 오류 발생시에

는 문제의 원인을 소스 벨까지 구체 으로 지 하고 이

를 개선할 수 있는 참조 소스를 제시하거나 개발 과의 

의를 통해 표  소스를 정의하여 가이드 하 다. W은행

에서는 이러한 진단 가이드 결과인 웹 근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100여개 이상 만들어졌다. 아래 (표 8)은 22개 

웹 근성 검사항  일부를 시로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검사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웹사

이트를 실제 이용하면서 웹 근성이 수되었는지 검사

하고 진단하는 최종 단계이다. 그러므로 사용자 검사에서

는 주요 이용 상황을 유형화하여 과제로 도출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개된다. 본 사례에서는 To-Be사

이트의 웹 근성 품질을 높이고, 품질마크 인증 심사에 

비하기 하여 검사 유형을 가  많이 도출하여 검

사하 다. 

(표 9)는 W은행의 웹 근성 사용자 검사에서 도출된 

과제 유형의 사례로서 가장 간단한 은행소개 사이트에서

도 22개 유형을 도출하여 진단하 고, 개인뱅킹에서는 80

개 유형에 한 정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기업뱅킹은 

128개의 유형을 도출하고 진단하 다. 이러한 정  검사

를 통해 웹 근성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가이

드하고 이 모든 유형을 통과하 을 때 웹 근성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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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검사항 

1. 한 체 텍스트 제공 이미지 alt 값 제공. 단, Bullet 이미지 등 의미 없는 이미지는 null처리 

2.자막제공 동 상의 자막, 수화 제공 는 원고, 매뉴얼 일 다운로드 

3.식에 무 한 콘텐츠 인식 그래 , 차트 지동 등에서 색 구분보다는 패턴, 범례 등으로 표시

5.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비 경, 배경 구분을 통해 14Px미만 4.5:1, 이상 3:1 비 체크 

7.키보드 사용보장 모든 기능이 키보드로 근/사용 가능한지 확인

8. 이동  이동 시 시각 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조치

10.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의 정지/이 /다음/시작 버튼 제공

16.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기화면 팝업공지, 입력 폼 이동 시 자동으로 열리는 새창 등 방지

18.표의 구성 Summary, caption, th, td,id, headers 는 scope제공 

19. 이블 제공 입력서식(input,textarea,select)에 응하는 label 는 title 제공

20.오류 정정 입력서식 오류시,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

22.웹애 리 이션 근성 수 1~21 모두 검사: 달력, 인쇄, 에러메시지, 공인인증서, 그리드, 차트SW 등

(표 8) 웹 근성 문가 검사항 시

(Table 8) Examples of Expert Test Items for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업무구분 유형 개수

개인뱅킹 조회/이체 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 약이체, 다계좌이체 등 20개 유형

공과 , /신탁 공과 조회납부, 기요 , 상품, 신규, 즉시해지 등 20개 유형

펀드/보험/ 출 등 펀드신규, 펀드환매, 출계좌조회, 출실행, 인터넷환  등 20개 유형

뱅킹 리 출 계좌등록, 이체한도조회, 공인인증서 발 /재발  등 20개 유형

기업뱅킹 조회/이체 계좌조회, 약이체, 량이체, 자동송 등록 등 17개 유형

자결제-B2B 출 등 출신청, 출약정, 발행일자별명세, 기업팩토링,구매자 출 등 15개유형

자결제-어음/채권 등 자어음발행, 배서, 보증 자어음, 어음할인, 네트워크론 등 15개 유형

자 리 펌뱅킹, 소호자 리, 신규가입, 가상계좌, 해지신청 등 17개 유형

뱅킹 리 자주쓰는입 계좌 리, 승인결제, 권한설정, 보안계좌등록 등 11개 유형

외환 환율조회, 외화계좌조회, 해외송 , 송 추 , 수출명세조회 등 20개 유형

수표/어음 교부신청, 만기일자별지 어음명세, 자기앞수표조회 등 6개 유형

카드 개인-이용 황 등 명세서조회, 승인내역조회, 카드분실신고, 이용한도조회 등 20개 유형

개인-발 / 융서비스 카드안내, 발 신청서작성, 서비스이체, 카드론신청 등 20개 유형

개인-납부/포인트 등 지방세납부, 화요 납부, 포인트 립내역조회, 이용안내 등 20개 유형

기업카드 보유카드조회, 선결제신청, 권한 리, 한도변경신청 등 20개 유형

융상품몰 추천상품/ /골드 베스트 리상품, 통합상품검색, 리조회, 가격추이 등 20개 유형

신탁/보험 퇴직IRP안내, 연 신탁, 신탁배당률, 보험상품 등 10개 유형

은행소개 은행소개, 재무제표, 사회공헌뉴스, 홍보센터, 채용 등 22개 유형

(표 9) 웹 근성 사용자 검사 유형 시

(Table 9) Examples of User Test Items for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되었다고 단하 다.

W은행은 웹 근성 수 임워크에서 제시한 모든 

활동들을 단계별 로세스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함으로

써  로젝트 목표 던 개인뱅킹, 기업뱅킹, 융상품몰, 

카드, 은행소개 사이트에 해 웹 근성 품질 우수사이트 

인증마크를 획득하 다. 기타 나머지 사이트에 해서도 

웹 근성 진단평가를 통해 웹 근성이 매우 잘 수되었

음을 확인하 다. 

4. 결    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개인 자료 공유차원의 단편 인 

HTML문서에 그쳤던 웹사이트가 방 한 콘텐츠와 서비

스를 포함한 거  웹 애 리 이션 시스템으로 확장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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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통 인 물리  공간에서의 비즈니스가 가상

공간으로 확 됨으로써 시장 역의 확 , 기업 활동시간

의 증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등으로 나타난 것

이다. 그러나 웹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웹 근성이 

해되는 상황이 발생하 는데, 웹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다루기 힘든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웹 

근성을 수하지 않고 제공되는 웹 서비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고, 격히 확산된 모바일/스마트 환경에

서의 웹 사용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 지법은 

이러한 웹 근성 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제로서 2013

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이 이를 수해야한다. 

법  규제에 한 응과 새로운 웹 이용환경을 지원

하기 한 웹사이트 개편이 최근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

나 융거래나 자상거래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

과 솔루션으로 구성된 웹사이트에서 웹 근성을 수하

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은행의 경우 개편해야 할 

콘텐츠의 양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고, 디자인 이미지, 

HTML, 로그래  소스, 소 트웨어 패키지 등 검토해

야 할 웹 근성 요소가 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 하고 고도화된 웹 애 리 이션 웹사이트

가 웹 근성을 성공 으로 확보하기 해서는, 분석, 설

계, 구 , 테스트 등 웹사이트 개발 반에 걸쳐 웹 근성 

수를 지원할 수 있는 웹 근성 수 임워크가 

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웹 근성 수 임워크

(WACF)는 웹사이트 개발 방법론과 웹 근성 수 표  

가이드, 웹사이트 특성에 따른 웹 근성 이슈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웹사이트 개발 로젝트에서 용이 가

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기존의 웹사이트 개발방법론 자체

에 웹 근성 수를 한 활동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웹 근성 수 

임워크는 그 자체로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것

이다. 본 임워크를 이용하여 웹 근성을 수하는 

한 웹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

은 웹사이트에 해  상황이 어떤 수 인지를 평가하

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임워크는 실제 W은행 인터넷뱅킹 재구축 로젝트

에서 용되어 테스트 되었으며 웹 근성 우수사이트 품

질마크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제시된 

임워크의 정성과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다만, 본 연구가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라는 특정 웹사

이트를 상으로 한 사례기반 연구로서, 모든 유형의 웹

사이트 구축 로젝트에 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인

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WACF는 기본 으로 여러 개발 방법론과 웹 근

성 수 표  가이드, 그 외 다양한 웹 근성 이슈를 고려

한 것이기 때문에 타 산업 혹은 다른 유형의 웹사이트에

도 체로 용 가능할 것으로 단하고 있으나 산업 특

화된 이슈를 담기 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은 사

실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웹사이트

를 상으로 임워크를 용하고 고도화함으로서 웹

근성 수를 한 개념  틀로서의 범용성을 높일 필

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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