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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웹 근성을 고려한 스마트 워크 지원 연구과제 리 시스템을 구 하기 한 연구이다. 재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스마트(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사업을 리하거나 운 하는 것이 경제 이며, 시간

인 차원에서도 효율 이라는 이 부각되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나 실제 이를 반 한 시스템을 개발하

고 사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다. 

본  시스템 개발에 앞서 HTML5와 웹 근성, 스마트워크에 해 고찰해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  고찰을 

통해 HTML5를 기반으로 웹 근성을 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이에 한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

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향후 웹 근성을 수하는 스마트 기기 환경 기반의 시스템 

개발에 있어  유익한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중심어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스마트 워크∣HTML5∣웹 접근성∣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the purpose to materialize a research task management 

system supporting smart work in regards to web accessibility.  Smart phones have been on the 

spotlight in managing businesses and government affairs for their economical benefits and time 

wise efficiency. However, there is a lack of evidence in the actual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mart phones in he current reality. Thu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build such a system with this current situation in mind. Prior to developing the system, studies 

have been made regarding HTML5, web accessibility, and Smart work. Through a theoretical 

study, an HTML5-based web accessibility system has been constructed and its methodology of 

development presented. As a result, the methodology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proves to be 

beneficial in the system development of smart devices-based environment which obey Web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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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 과 클라우드 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가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종래 사무실내에서만 수행

되던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개념을 뜻한다. 스마트 워

크는 스마트 폰이나 PDA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바일 오피스,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이 포함된다[1].

이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스마트(모바일) 기기

를 활용하여 사업을 리하거나 운 하는 것이 경제

이며, 시간 인 차원에서도 효율 이라는 이 부각되

어 이를 극 장려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의 가장 큰 장

은 리자의 요구에 해 사업에 한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응 할 수 있다는 이다. 

이처럼 업무나 사업 리의 패러다임이 실시간 시스

템을 지향하며, 기존에 비해 자유로운 형태로 이행하게 

된 데에는 HTML 5.0이라는 기술의 발 과 스마트 기

기의 보 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

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2년 11월 기 으

로 3,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국민 10명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한 스마트

폰 이용자  95.4%가 최근 1개월 이내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2]. 따라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리기법은 앞으로도 지속 으로 사용되고 발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게 모바일이 보 되고 련된 기술이 발

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 에서는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사업

리 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염지웅, 김

두환, 안병주, 김주형, 김재 (2009)은 도시재생 사업 수

행을 지원하는 종합사업 리 시스템 개발을 해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웹 기반의 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3]. 박형근(2008)은 실제 형 건설회사인 국내 D건설

사의 PMIS구축을 한 정보화 략계획(ISP) 수립방법 

 차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 PMIS구조, 사업무

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구축방법  성공요소 등을 제

시하 다[4]. 이 듯 기존의 리 시스템 부분이 사업

리 시스템에 국한되어있으며, 그 상도 PC를 활용

한 웹 기반의 리시스템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과제 

리에 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재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리시스템은 거의 

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과제 리 방식이 기존 

PC 기반의 유선 인터넷의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환경으로까지 확 되면, 스

마트 워크라는 업무 패러다임 변화 응에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리시스템의 개발은 효율 이며 

효과 으로 과제를 리하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 이라

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워크 지원을 한 연구과제 리 시스템을 설

계함에 있어서 다음 3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해야 한다. 첫째, PC와 모바일 모든 환경에서 원활한 동

작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O/S  인터

넷 라우 에서 실행이 될 수 있어야한다. 셋째, 구축

되는 DB의 질  수 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기존 웹 기반 방식에서는 Flash

와 Active X 등 다양한 기법을 용해왔으나, 향후 차

세  웹 표 으로 지목되고 있는 HTML5방식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련된 기술을 사용하

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원활한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정보화기본법[5]에 의거하여 웹 근

성 수가 이제는 의무를 넘어 법제화되고 있는 추세이

므로 이를 반 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스마트 기기마다 O/S  지원하는 인터넷 라우 가 

다양하므로(Safari, Chrome, explorer 등) 이에 한 고

려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축되는 DB의 신뢰

성 확보를 해 권한 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보안

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R&D 연구과제 리시스템 개발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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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근성을 고려하며, 스마트 워크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한 사례를 제공하고, 스마트 기기 환경을 지

원하는 리 시스템 구  방식에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1. HTML5와 웹 접근성
HTML5는 웹 표 을 추진하는 W3(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하는 차세  표 이며, 최

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라우 에서 쉽고 용이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6]. 기존의 

HTML과 HTML5의 가장 큰 차이 은 바로 다양한 

API지원과 시멘틱 요소의 부각 모바일 환경에 최 화

된  등을 들 수 있으며,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장 내용

멀티태스킹 지원 Web Workers를 이용하여 별개의 
Background로 자바스크립트를 수행

서버와 독립적인
웹 어플 개발

로컬 스토리지, 웹 데이터베이스, 앱 캐시 등의 
기능을 지원하여 인터넷 접속이 끊긴 상태에서
도 웹 애플리케이션이 작동 

시멘틱 요소 검색 엔진 및 문서 해석기 등을 통해 웹 문서 판
별이 정확하고 용이해짐

2D/3D 드로잉 지원
HTML 문서에 정의된 canvas 영역내의 각종 
도형이나 선, 이미지 등의 그래픽을 그리거나 편
집이 가능

멀티미디어 지원 별도의 플러그 인 없이 동영상과 오디오를 재생

양방향 통신 Web Sockets를 통하여 웹 서버 간 양방향 통
신이 가능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모바일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호환되어 다양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현 가능

Web Storage 제공
웹 사이트의 정보를 사용자의 PC에 저장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하여 용량제한 및 트래픽 부담 
해소

Geolocation 지리 정보 및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API제
공

서버 푸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푸시 받을 수 있는 
Server-Sent Event 제공

Drag & Drop 웹페이지 내 혹은 외부 개체를 웹 페이지로 
Drag & Drop이 가능한 API 제공

표 1. HTML5의 장점

2013년 3월 재 HTML5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라

우 는 없으나 매년 HTML5를 지원하는 범 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그림 1]은 연도별 HTML5 

호환성 수를 나타낸다[7]. 

그림 1. 연도별 HTML5 호환성 점수

[그림 1]을 보면 2010년 1월 200  이하에 머무르던 

수들이 2013년 1월 400 에 근 하여 약 2배 이상 

수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HTML5는 차세

 웹 표 으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

름을 반 하듯 최근 HTML5 기반의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수, 김 한, 오동식

(2012)은 PC이외에 모바일에까지 동일한 환경 제공을 

한 HTML5 웹 환과 동일한 Network 상의, 장치별 

라우  Size를 고려한 최 의 인터페이스 구성하여 

차세  웹표  HTML5기반 통합사례 리 웹과 모바일 

웹으로 구 하 다[8]. 최성욱, 최민석(2012)는 HTML5 

등의 표  기술을 기반으로 PC와 모바일 랫폼에서 

모두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 으

다[9]. 지 까지 HTML5 기반의 시스템 설계 련 연구

를 살펴보면 부분이 학습시스템 설계 구 에 을 

맞추고 있으며, 사업 리시스템 등의 실무에 용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HTML5는 새로운 웹 표 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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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웹 표 은 다양한 속 환경을 가진 인터넷 사

용자들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구나 쉽고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해 웹을 개발하는 것이

다. 웹 근성은 신체 , 환경  조건에 계없이 인터

넷에 속하여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웹 표 을 지향하기 해서는 웹 

근성을 구 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웹 근성은 ‘한

국형 웹 콘텐츠 근성 지침 2.0(KWCAG 2.0)’에서 규

정하고 있으며, 2008년 도입된 ‘장애인차별 지  권리

구제 등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모든 웹 사이트

에 해 2013년까지 단계 으로 웹 근성을 수하도

록 강제화 하고 있다[10].

웹 근성은 [표 2]와 같이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

이성, 이해의 용이성, 기술  진보성의 4가지 원칙과 13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웹 사이트를 제

작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박미 , 안인자, 박혜수, 김인희(2010)의 연구에서

는 과학기술정보시스템과 콘텐츠의 홈페이지의 웹 

근성을 평가하 으며, 콘텐츠의 특징과 차이 을 악

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11]. 이지선, 이병수

(2007)은 국내 사이버 학 10곳의 홈페이지의 웹 근

성을 평가하 으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12].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기존의 웹 사이트에 한 평가  개

선방안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사

이트나 시스템 개발에 웹 근성을 수하여 설계하는 

것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원칙 내용 지침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
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
다.

키보드 접근성
충분한 시간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

able)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
야 한다.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

견고성
(Robust)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
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법준수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표 2. 웹 접근성의 4원칙[13]

2. 스마트워크와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
스마트워크는 기존의 재택근무와는 다른 의미로써 

이동근무형태의 개념  환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

되는 가치에 보다 큰 의미를 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주로 스마트워크를 추

진하고 있으며[14], 공공기 은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

다. 따라서 스마트워크는 향후에도 정부와 민간 차원에

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수행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

의 바람에 힘입어 업무방식에 있어서 스마트워크를 지

원하기 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워크를 지원하기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Ⅲ. 웹 접근성을 고려한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 
   구축

1. 웹 접근성을 고려한 연구과제 시스템의 구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 근성을 고려한 스마트 기기

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리 시스템은 다음의 특징을 고

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모바일이나 태블릿 PC에서의 

디스 이 규격은 일반 PC환경에서의 디스 이 규

격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화면 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둘째, 모바일 환경에서는 일반 웹 기반의 

개발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Active X와 Flash가 제

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로그램의 사용을 지

양하여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웹 근성을 수하기 

해 W3C DOM 2.0 가이드라인을 수하고, 웹문서 구

성요소에 한 스타일의 정의 표 (CSS 1.0)과 홈페이

지 언어사용 표 (HTML 4.01 or XHTML1.0), 확장성 

마크업 언어 표 (XML 1.0)  외형정보언어 표

(XSL 1.0), 인터넷 웹 콘텐츠 근성 지침 1.0, 라우  

호환성을 수하여 설계하 다. [그림 2]는 본 시스템 

설계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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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설계 개념도

2. 웹 접근성을 고려한 연구과제 시스템의 구현
시스템 구 을 한 구체 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 테이블은 구성하는 데이터 셀의 내용에 

한 정보가 충분히 달될 수 있도록 텍스트로 설명한

다. 둘째, 래시를 이용한 콘텐츠는 최 한 자제한다. 

셋째, 차트나 그래픽은 반드시 데이터 테이블을 별도로 

구성하여 개발한다. 넷째, 모든 메뉴  콘텐츠는 

<Tab>, <Shift+Tab>, <Enter> 등의 키보드를 이용하

여 근이 가능하도록 구 한다. 다섯째, Internet 

Explorer6.0, FireFox2, Opera8, Safari3, Crome7.0 이상

에서 모두 동일하게 정상 동작하도록 개발하 다.

스마트 워크 지원을 한 연구과제 리시스템은 

HTML5를 기반으로 제주지역의 R&D 과제 리를 

상으로 개발 하 다.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있

는 메인 페이지와 실제 리가 이루어지는 리 페이지

로 구분된다. 해당 시스템에 입력되는 과제의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2005 – 2011년도까지

의 제주지역의 연구개발과제 데이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의 2005 - 2012년도까지의 산서에 있는 과제정보를 

기반으로 과제명 매칭을 통해 복을 제거하고 입력하

다.

본 시스템 개발을 한 개발환경은 [표 3]과 같다. 

DBMS로 Oracle을 사용하 으며, 웹서버로 Apache 

(Linux)를 사용하 다. 스크립트는 PHP 5.0을 사용하

으며, Pilot UI는  HTML5의 JQuery를, 차 툴은 

Jquery JQPLOT을 사용하여 개발하 다. [그림 3]은 

Server & Client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3. Server & Client 시스템 구성도

소 트웨어 제 품 명 용 도
DBMS Oracle 데이터 베이스
웹 서버 Apache (Linux) 인터넷 서비스
스크립트 PHP 5.0 XML 연동 (Ajax, jQuery)
Pilot UI HTML5, JQuery WEB &C/S 클라이언트 개발
차팅툴 Jquery JQPLOT WEB &C/S 챠트 생성 기능 제공

표 3. 시스템 구현을 위한 H/W, S/W 구성

2.1 시스템 개념 설계
본 시스템에 용되는 로세스는 이해 계자와의 

의사교환으로 시작해 진 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한

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Prototype을 구축함으로써 시

스템의 실제 동작 시 상되는 문제 을 사  악하여 

최종 시스템의 안정화를 고려하고, 명확한 사용자의 요

구를 반 한다. 계획 수립과 험 분석은 객체 지향 

로젝트 계획에 한 기반으로 설계되며, 구축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객체 모델들을 구

 가능하도록 상세 설계한다[그림 4].

예상

클래스들을

식별한다.

시스템 n번째

반복을

구성한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들을 조사한다.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클래스

들을 삽입한다.

이용 가능한

클래들을

추출한다.

이용할 수 없는

컴포넌트들을

구축한다.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고객 평가 엔지니어링
구축 & 양도

그림 4. 개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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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주 R&D 시스템 구조는 [그림 5]와 같으

며, 리자 페이지는 사업을 기본으로 사업비, 참여주

체, 실 , 성과를 4개의 구조로 각각의 련내용들을 등

록하도록 설계  개발되었다[그림 6]. 즉, 하나의 세부

과제를 통해 사업비를 리하면 기업, 기 이 참여 주

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항

(장비, 제품 등)을  등록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 에 

성과의 기본유형들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R&D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스템 구조로 설계되었다. 통계는 

최종 산출물을 토 로 각 부서별 소속기 별로 사업의 

반 인 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처리하 다.

그림 5. 시스템 구조도

그림 6. 관리 페이지 시스템 구조도

2.2 시스템 구성 및 세부기능
본 시스템은 객체 지향 로젝트를 하여 

CI(codeigniter) Framework를 용하 으며, 모델-뷰-

컨트롤러(MVC) 개발 패턴에 기반하여 개발하 다. 

Model은 데이터 구조를 표 하며, View는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될 부분을 표 한다. Controller는 일반 으로 

모델과 뷰 혹은 HTTP 요청을 처리하여 웹페이지를 생

성)사이에서 동작하는 부분이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첫째, View의 이아웃은 

HTML5의 표  이아웃을 이용하여 header, nav, 

section, footer로 contents(내용)부분을 분리하여 작성

되었으며 JQuery와 JQplot를 이용하여 스크립트부분의 

다이내믹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표

이 가능한 통계 도표를 제공하도록 하 다. 둘째, 

Ajax를 통해 비동기식 송 처리를 함으로써 다양한 

표 과 소속기 들 권한을 부여할 때 Drag&Drap을 

용하여 직 으로 사용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 

하 다. 셋째, 복 데이터를 검색하여 사업을 생성 시 

복 된 데이터가 용되지 않도록 하 으며, 기존 자

바스크립트 팝업창 신 이어 팝업을 사용하 고, 사

용자 편의를 해 Pade In-Fade Out 효과와 

Drag&Drap 효과를 동시에 용하여 웹 라우  창과 

같은 효과를 표 하 다. 넷째, HTML5와 자바스크립

트 등의 웹 표  기술만을 이용하여 호환성을 높 으

며, 다양한 라우 와 모바일에서도 환경에 제약 없이 

시스템의 근과 엑세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2.2.1 메인 페이지

메인페이지는 최근 외부사용자가 각종 사업 공고 등

의 정보를 조회하고,  시스템에 해 담당자를 지정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 으로 메인페

이지는 Flash 등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구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웹 근성을 고려하기 하여 Flash를 사용

하지 않는다. 각종 사업공고는 RSS를 사용하여 해당 

정보를 가져오게 되며, 통계는 외부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리자 페이지에서 정보를 가져와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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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리 페이지

리페이지는 기  등의 내부사용자가 사용하는 페

이지로서, 과제에 한 세부 정보( 산, 성과  실  

등)를 입력하고 해당 과제에 한 권한을 리하는 부

분이다. 일반 으로 해당부분의 업무는 자신의 회사 

PC에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HTML 5.0을 기반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2.3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 구 한 사이트는 [그림 7]과 [그림 8]과 

같이 메인 페이지, 리자 페이지로 구성된다. 메인 페

이지에서는 일반 사용자(고객, 국민)들이 해당 사이트

에 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일부 통계 정보를 조

회할 수 있다. 리자 페이지는 내부사용자들이 데이터

를 입력하고, 권한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한 공

간이며, 언제 어디서나 속을 가능하게 하기 하여  

HTML5 기술을 용하 다. [그림 9]는 구축된 사이트

의 소스코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스마트폰에서 메인 페이지 구동화면

그림 8. 관리자 페이지 구동화면

그림 9. 구축된 사이트의 소스코드 일부

3. 성능분석
[표 4]는 개발한 시스템의 PC와 모바일에서의 각 페

이지별 지연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각 페이지별로 4군

데 지역에서 각 5번씩 속과 버튼을 클릭하여 총 20회 

평균 지연시간을 측정하 다. 지연시간 측정은 사용자

가 요청한 페이지가 응답을 완료하여 화면상에 완벽하

게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다. PC와 모바일

을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해 3G망이나 LTE가 

아닌 Wi-Fi망을 기 으로 측정하 으며, 통신사별 차

이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한 모바일 단말기의 성

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I-phone 4S와 이와 비슷

한 시기에 출시된 Galaxy Note를 선정하여 측정하기로 

하며, PC는 intel ATOM을 탑재한 PC에서 성능을 측정

하기로 한다. 측정결과 네트워크와 단말기의 상태에 따

라 지연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 으나 PC의 경우 

평균 1.1 , 모바일의 경우 평균 1.5 로 나타나 PC보다

는 조  느리지만 큰 차이 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PC 모바일

메인 리 메인 리

평균지연시간(sec) 0.9 1.3 1.2 1.9

표 4. 시스템의 기능별 평균지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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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웹 표 을 수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

기에서 작동을 지원하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다. 따

라서 시스템에 한 평가는 일반 사용자에게 설문하고 

만족도를 묻는 신 웹 근성을 얼마나 반 하고 있는

가를 으로 시스템을 평가하기로 한다. 평가 상은 

국내 표 포탈이라 할 수 있는 NAVER와 국가 연구개

발 과제를 리하는 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

비스(NTIS)시스템, 정부기 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 정보 리시스템을 비교하

으며, 수의 측정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

한 KADO-WAH 2.0 Tool을 사용하 다. 분석 범 는 

웹 근성 지침 1.0 항목별 수율  과제 리 시스템

이 가진 특성을 반 하여 측정항목에 해당되는 기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임의 사용제한, 깜박거리는 객체 사용제한, 키보드로

만 운용 가능의 4가지로 선정하 다.

평가 결과 본 시스템의 수는 일반 소기업이나 쇼

핑몰의 평균 수 인 5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13], 규

모가 큰 국가 주요 기 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 웹 근성을 반 하여 

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5].

구분 본 시스템
콘텐츠진
흥원

NAVER NTIS
지식
경제부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92
/97

1665
/2113

365
/366

2314
/2342

5163
/5163

프레임의 
사용제한 - - 10/10 275/275 26/42

깜박거리는 객체 
사용제한

11
/11

49
/49

68
/68

100
/100

100
/100

키보드로만 
운용가능 - 0

/952
602
/806

9
/232

1601
/2694

표 5. 시스템 평가 결과

Ⅳ. 고찰 및 결론

최성만, 유철 , 장옥배(2006)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을 이용하여 연구과제 리 시스템을 개발하 으

나 2G기반의 설계로 인한 기술상의 한계 을 지니고 

있었다[15].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

기 하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 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서의 사용성 뿐

만 아닌 웹 근성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하 던 부분

까지 고려하 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실무에 용할 경

우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재까지 HTML5를 기반으로 개발되거나, 웹 근

성을 반 하여 개발된 시스템은 개 이러닝 등의 학습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  연구과제 리 

시스템은 부분 웹 근성을 반 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법에 의해 2013년까지 웹 

근성을 반 해야 한다. 이러한 실을 고려할 때 본 연

구과제 리 시스템은 웹 근성을 수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지원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스마트 워크

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본 연

구결과는 시스템 개발자로 하여  향후 모바일을 지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어떠한 방법으로 근해

야 하는가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과제 리 시스템을 제작

함에 있어서 HTML5 용과 웹 근성을 용하여 스

마트워크  다  랫폼 지원 측면에서 매우 효율 으

로 동작할 수 있다. 한 Active X와 Flash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존의 웹 환경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구 함

으로써 효율성을 증 시켰으며, O/S  라우  간 호

환성까지 증 시켰다. 한 향후 강제 으로 수해야 

할 웹 근성을 용하 기 때문에 이를 용하지 않음

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후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

서도 경제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웹 근성 측면에 한 평가를 

자체 으로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나, 실제 사

용자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감  품질에 한 비교 분

석은 수행하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과제 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상으로 개선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해외나 다른 연구과제 리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개발 과정에 있어서 경제

이고, 효율 인 코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한 논의가 추가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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