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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웹 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및 분석

(Evaluation and Analysis of Web Accessibility

for the Responsive Web Sites)

박 성 제1), 홍 순 구2), 김 종 원3)

(Seong-Je Park, Soon-Goo Hong, and Jong-Weon Kim)

요 약 최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접근 및 활용을 위한 반응형 웹 기술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반응형 웹에서의 접근성 준수 및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구현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접근성과 반응형 웹을 접목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반응형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미지 콘텐츠의 대체텍스트 제공, 키보드 접근과 사용,

포커스의 논리적 이동 및 적절한 제목 제공 등 접근성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오류로서의 문제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및 사용하는 반응형 웹으로서의 목적 및 기능

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보완 및 수정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주제어 : 반응형 웹, 접근성, 접근성 평가

Abstract Recently,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responsive web is increasing. However, studies

of responsive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evaluated and analyzed the

accessibility of Responsive Web site. As a result, accessibility errors were found including providing

alternative text of image contents, keyboard access and usage, logical move of the focus and providing

the title. These errors can also be responsive web err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modif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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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웹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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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인 IT 기술의 발전은 PC, 스마트폰, 태블

릿 및 스마트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웹 사이트 접근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웹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 초기에는 디바이스의 해

상도 및 화면 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서비스 하였으나,

최근 멀티디바이스 디지털 환경이 등장하면서 반

응형 웹(Responsive Web) 기술을 활용한 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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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구현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

이를 반영하듯 최근의 웹(Web)과 관련된 연구

를 살펴보면, 반응형 웹 기술을 활용한 웹 구현 또

는 디자인 방법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2-9]. 그러나 반응형 웹에서의 접근성 준수 및 그

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개발 및 구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웹 접근성과 멀티디바이스

디지털 환경을 대변하는 반응형 웹을 접목하여

반응형 웹 사이트에서의 접근성 준수 실태를 분

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멀티디바이스 디지털 환경에서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자 한다.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웹 접근성과 스

마트 디바이스의 반응형 웹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을 살펴보고, 국내 대표적인 반응형 웹 사이트 3

곳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평가를 소스분석을 통

해 수행․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반응

형 웹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 진행

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웹 접근성의 개념과 필요성

구분 정의 내용

W3C

WAI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

람들이 콘텐츠를 인지하고, 운영하고, 이

해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

록 견고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

Wikipidia

표준 브라우저 뿐만아니라 다양한 사

용자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

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

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MicroSoft

접근성이란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제품과 서비

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Table 1 Definition of Web Accessibility[13]

선행된 연구들에서 웹 접근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누구나, 언제, 어디

서나 웹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며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

다[10-18]. 위 <Table 1>에서는 대표적인 웹 접

근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웹의 경쟁력은 그 보편성에 있다.”는 팀

버너스 리의 말처럼 웹은 개인적, 지역적, 문화적

장벽을 해소시키고 모두가 사용 가능하게 하는

‘Great Equalizer’로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기기와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15].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웹 사이트는

그 준수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14-18].

“누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웹의 접근 및 사

용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웹 접근성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웹 사이트의 구축 및 구현에 있어

접근성 적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를 가

진 장애인 및 노약자들도 동일하게 접근하여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사용하

는 정보기기, 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상관없

이 동일한 콘텐츠에 접근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웹 접근성의 중요성과 그 준수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웹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 구현을 위해

WCAG와 KWCAG라고 하는 웹 접근성 지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WCAG는 지난 1999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이하

W3C)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이하

WAI)에서 제정하였으며, KWCAG는 WCAG를

기반으로 국내 웹 실정에 맞도록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WCAG는

1999년 5월, 버전 1.0이 공표되어 웹 접근성 준수

를 위한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2008년 12월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KWCAG는 2004년 12월 그 첫 번째 버전이 등

장하여 지난 2010년 버전 2.0으로 발전하였으며

지금까지 접근성 기반의 웹 구현을 위한 기준으

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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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지침 세부항목

인

식

의

용

이

성

1.1 (대체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

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멀티미디어 대체 수

단) 동영상, 음성등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

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

를 제공해야 한다.

1.3(명료성) 콘텐츠는 명

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

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

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

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

어야 한다.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

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운

용

의

용

이

성

2.1(키보드 접근성) 콘텐

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

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해야 한다.

2.2.1(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

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

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

하지 않아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

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

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

공하지 않아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

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

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 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

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

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Table 2 KWCAG 2.0[19]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

해

의

용

이

성

3.1(가독성) 콘텐츠는 읽

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

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

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

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

(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

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

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

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

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

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

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

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야 한다.

견

고

성

4.1(문법 준수) 웹 콘텐

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

법을 준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

근성) 웹 애플리케이션

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

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KWCAG2.0은 웹 관련 표준 및 기술동향

을 최대한 반영하고, KWCAG 1.0과 WCAG 1.0

및 2.0을 기반으로 국내 웹 개발 및 사용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지침으로 그 내용에 있어

WCAG2.0과 큰 차이가 없다[16]. 아래의 <Table

2>에서는 KWCAG2.0 지침을 정리하였다.

2.2 스마트 디바이스와 반응형 웹

스마트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기능이 제한되

어 있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 부분을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

하는 것이며, 2007년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이 그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 그 후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우리가 활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디바이스에 스마트 개념을 탑재하려는 노력이 급

증하고 있으며, 그 분야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라 불리는 장치의 특징

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2,5].

첫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여

인터넷이 가능하며, 둘째,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구동이 가능

하다. 셋째, C-P-N-T (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언

제 어디서나 콘텐츠의 활용 및 공유가 가능하다.

넷째,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쉽게 접

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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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정 사유

메인

페이지

특정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정보를 습득하

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페이지

진료안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 및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

오시는 길
해당 기관으로 직접 방문을 위한 내용

및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

Table 3 Web Page Selection Criteria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는 대부분 일정 크기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스크린을 통해 사용

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며, 터치 또는 드래그

등의 액션을 통해 디바이스의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 디바이스는 그마다 일정 크

기의 스크린을 통해 화면을 보여주고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N-스크린*이

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IT 환경에서

는 N-스크린 서비스가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8].

또한 반응형 웹(Responsive Web)은 Ethan

Marcotte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서 해상도나 화면이 최적화된 환경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2,4]. 스마트폰

이 등장한 초기에는 디바이스의 해상도와 화면

크기 문제 등으로 인해 PC 웹사이트와 별도로

모바일 웹사이트를 제작해서 서비스하였다[5]. 최

근 등장한 OSMU(One Source Multi Use)의 특

성을 가진 반응형 웹은 디바이스에 종속적인 개

별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디바이스에 독

립적인 통합된 웹을 구축함으로써, 그 사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반응형 웹의

등장으로 사이트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폰트의

선택과 웹 접근성 측면에서의 웹 폰트 사용이 강

조되고 있다[2].

3. 반응형 웹 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및 분석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반응형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KWCAG 2.0을 기준으로 소스분석을 통한 평가

를 수행하였다.

3.1 웹 접근성의 개념과 필요성

본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 및 기준으로 평가 대상 사이트 및 페이지를

* 언제 어디서나 다중 콘텐츠를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끊김없는 이어보기가 가능한 사용자 중심적

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11].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주제가 웹 접

근성임을 고려하여 그 분야를 대학병원 사이트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 대표적인 순위선정 사이트인 랭키

(www.rankey.com)을 참조하여 상위 10위 이내

의 국내 대학병원 사이트를 파악하였으며, 이 중

반응형 웹으로 구현된 3곳을 평가 대상 사이트로

선정하고 각 3개씩의 평가대상 페이지를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 대상 페이지의 선정

사유는 위 <Table 3>과 같다.

3.2 웹 접근성 평가

본 연구는 반응형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그를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사

이트 중 상위 10곳 중 반응형 웹으로 구현된 3곳

을 대상으로 접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

가 페이지별 평가 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

접근성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정량평가인 경우,

“오류 수량/콘텐츠 수량”과 함께 오류율을 백분

율(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로 정리하였으며,

정성평가인 경우 오류의 유무만을 판별하였다. 특

히,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상 콘텐츠가 페이

지 내에 없거나, 대상 콘텐츠가 접근성을 준수하

고 있는 경우 “오류 없음”으로 표기 하였다. 아래

<Table 4>에서는 평가 대상 사이트의 메인 페이

지에 대한 접근성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시각장애자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체텍스트 접근성 평가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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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에서는 모든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견되었

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키보드 사용

에 의존하는 사용자를 위한 세부항목 2.1.2(키보

드에 의한 초점 이동의 논리성 및 시각적구별 여

부를 평가)에서도 모든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웹 사이트의 메뉴 등과 같이 모든 페이

지 마다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뛰어 본문으로 바

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의 여부를 검사하는 세부

항목 2.4.1과 페이지, 프레임 및 콘텐츠의 블록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하는 세부항목 2.4.2 모두

에서 대상 페이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아래의 <Table 5>에서는 대상 사이

트의 진료 안내 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평가 결과

를 정리하였다.

지침 항목 Site 1 Site 2 Site 3

1.1 1.1.1
5/49

(10.2%)

34/178

(19.1%)

47/146

(32.2%)

1.2 1.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

1.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3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4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1
2.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1.2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2
2.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2.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3 2.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4

2.4.1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4.2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4.3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1 3.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2 3.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3
3.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3.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4
3.4.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4.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4.1 4.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4.2 4.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Table 4 Result of Evaluation

(Main Page)

지침 항목 Site 1 Site 2 Site 3

1.1 1.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2 1.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

1.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3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4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1
2.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1.2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2
2.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2.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3 2.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4

2.4.1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4.2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4.3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1 3.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2 3.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3
3.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3.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4
3.4.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4.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4.1 4.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4.2 4.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Table 5 Result of Evaluation

(Guidance Page)

메인 페이지의 평가 결과와는 다르게 진료 안

내와 관련된 페이지에서는 대상 사이트 모두 대

체텍스트에 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메인페이지와 같이 진료 안내 페이지

에서 역시 세부항목 2.4.1과 세부항목 2.4.2 모두

에서 대상 페이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마지막으로 <Table 6>에서는 대상 사이트의

오시는 길 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평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오시는 길 페이지에 대한 평가 결

과 대상 사이트 1곳에서만 대체텍스트 오류가 검

출되었으며, 대상 사이트 모두에서 세부항목

2.4.1과 세부항목 2.4.2 모두에서 대상 페이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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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항목 Site 1 Site 2 Site 3

1.1 1.1.1
1/1

(100.0%)
오류없음 오류없음

1.2 1.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

1.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3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1.3.4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1
2.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1.2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2
2.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2.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3 2.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2.4

2.4.1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4.2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4.3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1 3.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2 3.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3
3.3.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3.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4
3.4.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3.4.2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4.1 4.1.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4.2 4.2.1 오류없음 오류없음 오류없음

Table 6 Result of Evaluation

(Map Page)

3.3 반응형 웹의 접근성 평가결과 분석

앞서 거론한 것처럼, 반응형 웹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서 해상도나 화면이 최적화된 환경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구동되어야 한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의 활용 및 공유가 가능하

고,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쉽게 접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고려한 N-

스크린 서비스의 적용과 반응형 웹으로서의 목적

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병원 웹 사이트

상위 10곳 중 반응형 웹으로 구현된 3곳을 대상

으로 각각 3개씩의 평가 페이지를 선정하여,

KWCAG2.0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평가 대상 사이트 모두에서 대체텍스트

제공, 키보드 접근, 반복영역 건너뛰기 및 적절한

제목 제공에 대한 접근성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접근성 오류가 발견된 항목들을 정리

해 보면, 아래 <Table 7>과 같다.

지침 항목 Site 1 Site 2 Site 3

1.1 1.1.1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1 2.1.2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4
2.4.1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2.4.2 오류있음 오류있음 오류있음

Table 7 Result of Evaluation

(Summary)

반응형 웹으로 구현된 대상 사이트 모두에서

대체텍스트 제공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시각에

장애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저해하

고 있으며, 페이지의 원활한 사용이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접근하는 반응형 웹에서 대체텍스트 제공이 준수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페이지 또는 이미지 콘텐츠

에 대한 N-스크린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반응형 웹에서의 대체텍스트 제

공은 접근성 준수와 더불어 N-스크린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상 사이트 모두에서 키보드 접근에

대한 접근성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반응형 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반응형 웹은 스마트 폰 등 이기종의 스마

트 디바이스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또는 페이지를 일컫는 것이다. 이는 PC에서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스마트 디바

이스에서는 손가락 또는 스마트 펜 등을 사용하

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응형 웹에서 키보드에 의한 초점 이

동의 논리성 및 시각화가 불가능할 경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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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접근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접근하는 사용자 모두에

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페이지 마다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수단(세부항목 2.4.1)을 제공하지 않은 오류

와 페이지, 프레임 및 콘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

목을 제공(세부항목 2.4.2)하지 않은 오류가 대상

사이트 모두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사이트가 반응형 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텍스트 제공, 키보드 접근, 반복영역 건

너뛰기 및 적절한 제목 제공에 대한 접근성에 대

한 오류가 있으며, 이는 접근성 측면의 오류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이기종의 디바이스에서의 접근

및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 및 분

석되어 그 수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내용

NetWork 프로토콜의 정의 및 활용 가능

O/S & App 운영체제에 따른 App 적용 가능

콘텐츠 활용
디바이스 독립적인 인터페이스 및

기능

직관적

인터페이스
콘텐츠 내용 및 기능의 이해

Table 8 The Object and Function of the

Responsive Web

4. 결론 및 제언

IT 기술 비약적인 발전으로 일반 개인용 컴

퓨터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및 스마트 TV 등 다

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웹사이트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멀티디바이스

디지털 환경이 등장하면서 반응형 웹 기술에 대

한 연구와 활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개발 및 구현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웹 접근성에 대하여 반응형

웹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분

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웹 접근성과 반응형

웹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국내 대학병

원 웹 사이트 중 반응형 웹으로 구현된 3곳을 대

상으로 그 접근성을 평가․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 대상 사이트 모두에서 대체텍스트 제공, 키

보드 접근, 반복영역 건너뛰기 및 적절한 제목

제공에 대한 접근성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 대상 사이트가 웹 접근

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양한 이기종의 디바이스에서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반응형 웹임을 고려할

때, 그 오류의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형 웹 기술을 활용한 웹의 개발 및 구현에

있어 접근성 지침의 준수는 접근성만을 위한 것

이 아닌, 말 그대로의 반응형을 위해 반드시 준

수해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어질 반

응형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및 효율적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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