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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 이
하의 아동부터 장애인 및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웹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디자인 및 프로그램

의 기능적인 요소에만 중점을 두고 비(非) 표준화로 구축되어 있어 신체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장애

가 있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W3C 및 국내에서 제정한 웹 표준을 기반으로 기업

의 대표적인 업무 프로그램인 전자결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다. 본 시스템은 기업 내· 외부에

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뱅킹, 온라인 교육, 전자정부

의 민원서류 발급 등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 가능해졌고, 간편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비장애인은 이런 정보들을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

만 있으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장애인 및 고령자

의 경우에는 신체적이거나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 인구가 증
가됨에 따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수도 점차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며, 사람들의 인식변화 및 법제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서도 기업에서의 고용 형태가 더
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의 웹 기
반 업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체계화,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모든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2005 년부터 웹 접근성의 기술표준을 마련하여 표준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

체를 제외한 기초 지자체 및 전자정부 사이트, 민간 
사이트들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년 4 월 11 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동등하게 사이트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사회· 경제 활
동 시 정보 활용에 있어 사이트의 콘텐츠 열람만 가
능한 것이 아니라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처리함으로

써 기업 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그 일환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W3C
및 국내에서 제정한 웹 표준 방식으로 처리하고, 또
한 업무상 여러 물리적 시스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 기종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출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2. 관련 연구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어떠한 사용자라

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

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는 물론, 언어나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 또한 웹 환경의 종류나 버전이 다름으로

써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접근성이 높은 웹 사이트의 구성은 장애인, 노인 
등 웹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이트 내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개개인의 시야에 따른 텍스트 크기를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구조화되고 의미 있는 리소스

를 제공하여 일반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에게 다양

한 편의성과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즉, 웹 접근성을 
준수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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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게 한다는 것에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결국

에는 모든 사용자가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예로 2004 년 영국의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시각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한 심층 면접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접근성

이 높은 사이트가 이용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 

<표 1> 특정 업무 수행시간 비교 

구분 일반인 장애인 

접근성이 높은 사이트 36 초 114 초 

접근성이 낮은 사이트 52 초 173 초 

 
웹 접근성이 높은 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은 국제표준화기구인 W3C 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eb Accessibility Initiatives)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1.0 과 WCAG 2.0)을 표준

으로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국내의 
경우는 WCAG 1.0 이나 2.0 을 기초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거나 추가하는 형태의 웹 접근성 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4].  

 
국내에서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항목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인식의 용이성 :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

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2  운용의 용이성 :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

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해의 용이성 :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
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
성해야 한다.  
○4  기술적 진보성 : 현재 개발된 보조기술로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웹 콘텐츠는 가용한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함께 제공

해야 한다[1].  
 
3. 전자결재시스템의 설계 

전자결재시스템의 기본적인 설계 방향은 웹에서 서
비스되는 만큼 모든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모든 요소들의 기능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해야 하
며, 구성한 콘텐츠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 버전 등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여 편의성과 효율성

을 제고해야 하며 모든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도록 각각의 공통요소와 특수요소를 분류하고 특색에 
맞게 등록, 검색할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한다. 정보

를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풍
부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W3C 의 웹 표준 스펙인  
HTML 4.01, XHTML 1.0, CSS, DOM, ECMA Script 의 표
준안에 따라 제작하며, XHTML 및 CSS 를 이용하여 
구조와 표현을 분리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 호환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CSS 레이아웃으로 디자인하여 수정,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ASP,  MS-SQL 을 이용해서 프
로그램화 한다. 

전자결재의 업무 처리 과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자는 우선 사원에 대한 기본 정보 및 
기안 양식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사원은 로그인 후 
결재할 문서를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 문서 상신 
후에는 흐름에 따라 결재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상위 결재자는 권한에 따라 반려, 대결, 전결, 결재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종 결재가 완료된 문서는 
관리함에 보관되며 문서의 권한에 따라 열람이 가능

해 진다.. 
 

 
 (그림 1) 전자결재시스템 업무처리 과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원정보, 문서등록, 결재라인, 문서양식, 
문서함 등 총 9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고, 각각의 테이

블은 서로 간의 식별, 비식별 관계를 가진다. 

 
(그림 2)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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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결재시스템의 구현 

웹 접근성에 의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는 크게 3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 단계에서는 사이트 제목 등 
생성하고자 하는 문서의 기본 레이아웃을 정하고, 문
서형 선언 및 meta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Title> 태
그를 이용하여 사이트 경로 및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  

 
 
2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영역 범위 및 

콘텐츠의 이동 경로 - (그림 3)을 보면 시각적인 경로

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흐름을 알 수 있다 - 
를 미리 파악해서 순차적인 구조 형태로 나열한 뒤 
기본 코딩을 한다.  

 
(그림 3) 콘텐츠의 시각적 이동 경로 

    
 
 
 
 

 
 
 
 
 
 
 
 
 
 
 
 
 
 
 
 
 

마지막 3 단계는 기본 레이아웃에 웹 표준을 적용

하여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웹 사이트에 페이지 별로 표현될 콘텐츠들을 나열하

고, 구조적 마크업을 사용해서 css 가 없이도 의미 전
달이 가능하게 처리하며, 각 모듈 별로 순차 접근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html 코드 별로는 id 나 class 값을 
사용하여 각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div 등 html
코드들은 모듈 별로 관리하며 css 를 통해 크기, 색상, 
폰트 등 제어가 가능하게 처리한다. 구조가 동일한 
코드는 공통 모듈을 사용하여 소스의 재사용성을 높
인다. 
또한 이미지 맵 및 프레임, 깜박거리는 객체 사용을 

제한하고, 키보드만으로 사이트의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tab 키를 이용하여 메뉴 및 단락간 이동이 용이

하게 하며, 반복 네비게이션은 링크로 처리하고, 몇 
초 후 넘어가는 콘텐츠의 경우는 시간 조절이 가능하

게 한다. 테이블에는 제목이나 내용의 요약이 제공되

어야 하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콘텐츠가 배치되어야 
하며 온라인 서식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html 코드에서 글자

의 굵기를 나타낼 때 <B>보다는 <strong>을, 기울임을 
나타낼 때 <I>보다는 <em>을 사용하며, 제목은 의미

에 맞는 html 태그(h1~h6)를 사용한다. 텍스트를 문단

으로 정의할 때는 <br />을 통한 줄바꿈을 지양하고 
의미에 맞게 <p> 태그를 사용한다. 순서가 있는 목록

은 <ol></ol>, 순서가 없는 목록은 <ul></ul>, 정의형 
목록은 <dl></dl>을 사용한다.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에 대한 summary(요약)와 caption(제목)을 제공

하여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코드를 사
용하고,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는 모
두 대체 텍스트(alt=”텍스트”)를 제공한다.  

 
(그림 3)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코딩 방식과 웹 표

준을 적용한 코딩방식의 일부 소스를 비교해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1  웹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코딩 방식 
<table width="600"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colspan="2" align="center" valign="top"> 

    <table width="58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80" height="90" align="center"> 

        <a href="#"><img src="menu01.jpg" width="52" 

height="64" border="0"></a></td> 

        <td width="4" height="90"> 

<img src="line.jpg" width="2" height="60"></td>

        <td width="80" height="90" align="center"> 

        <a href="list.asp"><img src="menu02.jpg"  

width="60" height="64" border="0"></a></td> 

        <td width="4" height="90"> 

<img src="line.jpg" width="2" height="60"></td>

      </tr> 

    </table> 

  </td> 

</tr> 

</table>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 

//EN""http://www.w3.org/TR/xhtml1/DTD/xhtml1-

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 

  <meta name="keyword" contents="전자결재시스템" /> 

  <meta name="description" contents="전자결재시스템  

내용보기입니다" /> 

  <meta name="author" contents="서미영" /> 

  <meta name="copyright" contents="(c)intranet.com" /> 

  <meta name="replay-to" contents="dmjini@daum.net" /> 

  <meta name="data" contents="2009-01-01" /> 

  <title>경비지출 내역서입니다</title> 

 </head> 

 <body> 

 </body> 

</html> 

<div> 

<h1>00 기업 인트라넷</h1> 

<ul> 

<li>관리자</li> 

<li>로그아웃</li> 

</ul> 

<h2>주메뉴</h2> 

<ul> 

<li>웹메일</li>   

<li>전자결재</li> 

      <ul> 

           <li>문서기안</li> 

       <li>작성중 문서</li> 

     <li>결재할 문서</li> 

     <li>반려된 문서</li> 

     <li>결재진행문서</li> 

     <li>결재완료문서</li> 

     <li>열람문서</li> 

      </ul> 

<li>게시판 및 자료실</li> 

</ul> 

<h2>하위메뉴</h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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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표준을 적용한 코딩 방식 
 
 
 
 
 
 
 
 
 
 
 
 
 
 
 
 
 
 
 
 
 
 
 
웹 표준을 적용한 코딩 방식은 소스가 간결해지며, 

각각의 항목들은 모듈 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언제든

지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

의 웹 저장 및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의 복사, 붙이

기 기능을 이용할 경우 css 의 구조적인 정보를 뺀 나
머지 텍스트, 이미지 정보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콘텐

츠 전체 복제도 예방 가능하며, 그에 따른 보안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 외 기존 코딩 방식과 웹 표준화 코딩 방식의 차
이점은 <표 2>와 같다. 
 

<표 2> 기존 전자결재 시스템과  

웹 표준을 적용한 전자결재 시스템의 차이점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웹 표준을 적용한  

전자결재시스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 

IE 6 환경에 맞춘 개발 환경 

IE 6, IE 7 을 비롯한 다 기

종의 웹 브라우저에 맞춘 개

발 환경 

사이트 내 콘텐츠에 대한 오

류 발생시 일부 텍스트로 처

리된 내용만 확인 가능 

대체 텍스트 사용으로 페이지 

내 콘텐츠 오류가 발생해도 

내용 확인이 가능 

글자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저

시력 장애인, 고령자는 잘 보

이지 않을 수 있음 

글자크기 확대/축소 기능으로 

전맹을 제외하고는 내용 확인

이 가능 

문서가 신규로 생성될 때마다 

html 코드를 매번 재코딩함 

각 페이지 별 소스코드가 길

어짐 

동일한 모듈은 언제든지 재사

용이 가능하며 확장 및 이동

이 용이함 

페이지별 소스코드가 간결함 

스크린리더기 등 보조 프로그 

램 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이트 접근이 어렵고,  

사용에 불편함이 따름 

웹 표준의 순차적 구조로 인

해 보조 프로그램 이용 시 장

애인도 업무 처리가 가능 

 

5. 결론 

기존 IE 6.0 환경에서 html 로 구현된 비 표준화 전
자결재시스템은 웹 브라우저의 특성에 따라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오류를 유발하였으나 웹 표준을 적용한 
전자결재시스템은 IE 의 최신버전뿐만 아니라 이 기
종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출력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듈 별 순차적인 형태로 코드를 구성하였기 때문

에 모든 사용자가 쉽게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고, 기
업에서의 업무 처리시 장애인의 경우 텍스트 위주로 
열람만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직접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 일의 효율성 또한 높다. 

향후에는 전자결재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 인트라

넷 시스템에 웹 표준을 적용하여 보다 더 접근성을 
높일 것이며, 여러 웹 접근성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쉽게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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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부분] 

<style type="text/css"> 

#tophead{width: 600px; overflow: auto; height: 90px;} 

#topmenu{position: relative; margin: 5; float: left;  

display: inline; list-style: none; width: 590px;} 

#topmenu li.menu{float: left; width: 80px;} 

#topmenu li.line{float: left; width: 4px;} 

img{border:none;} 

</style> 

 

[HTML 부분] 

<div id="tophead"> 

<ul id="topmenu"> 

      <li class="menu"><a href="#"><img src="menu01.jpg" 

width="52" height="64" alt="웹하드" /></a></li> 

      <li class="line"><img src="line.jpg" width="2"     

height="60" alt="" /></li> 

      <li class="menu"><a href="list.asp"> 

<img src="menu02.jpg" width="60" height="64" alt=" 

전자결재" /></a></li> 

      <li class="line"><img src="line.jpg" width="2"  

height="60" alt="" /></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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