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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전자서명법을 기초로 구축된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쉽게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준 및 구현 가

이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온라인 환경에서 장애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접근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키보드 조작만

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

여 화면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편의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표준에서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공기준과 구현 가이드

를 정의하고 구현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국내 공인인증서 이용과 관련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온라인 환경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표준(권고) 

- U.S Section 508 Standards, §1194.21, “Software applications and operating 

systems”, 2000

- ISO 9241-171,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 Guidance on 

software accessibility", 2008

4.2 국내표준 

- TTA, TTAK.OT-10.0003/R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2009

- TTA, TTAS.KO-10.0213,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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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웹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외 접근성 지침을 기초로 국내 공인인증서 이용환경

에서 적용되어야 할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규정한다.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본 표준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TTAS.KO-10.0213)
비고

1.1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6.1 스크린 텍스트 출력 동일

1.2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4.1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유사

2.1 깜빡이는 객체 배제 11.1 깜빡거림 동일

2.2 정지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8.1 동영상 표시 유사

2.3 배경음 신설

3.1 색에 무관한 인식 9.1 색깔 정보 동일

3.2 콘텐츠의 명도대비 10.1 화면색과 대비 동일

4.1 키보드 인터페이스 1.1 키보드 기능 동일

4.2 키보드 내비게이션 1.1 키보드 기능 유사

5.1 초점 표시 3.1 초점 변화 동일

6.1 보조기술 영향 배제
2.1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7.1 시스템 설정 변경
유사

7.1 논리적 구성 신설

7.2 표의 구성 신설

7.3 제목 제공 신설

8.1 레이블 제공 4.1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동일

8.2 입력 오류 정정 12.1 전자서식 동일

9.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신설

9.2 제한시간 조절 신설

9.3 관례의 준수 신설

5.1 비트맵 이미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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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TTAS.KO-10.0003/R1)
비고

1.1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신설

1.2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일

2.1 깜빡이는 객체 배제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동일

2.2 정지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2.2.2 정지 기능 제공 동일

2.3 배경음 1.3.4 배경음 사용 금지 동일

3.1 색에 무관한 인식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동일

3.2 콘텐츠의 명도대비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동일

4.1 키보드 인터페이스 2.1.1 키보드 사용 보장 동일

4.2 키보드 내비게이션 2.1.2 초점 이동 동일

5.1 초점 표시 2.1.2 초점 이동 동일

6.1 보조기술 영향 배제 신설

7.1 논리적 구성 3.3.1 콘텐츠의 선형화 동일

7.2 표의 구성 3.3.2 표의 구성 동일

7.3 제목 제공 2.4.2 제목 제공 동일

8.1 레이블 제공 3.4.1 레이블 제공 동일

8.2 입력 오류 정정 3.4.2 오류 정정 동일

9.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동일

9.2 제한시간 조절 2.2.1 응답시간 조절 동일

9.3 관례의 준수 신설

1.2.1 자막 제공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2.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3.1.1 기본 언어 표시

4.1.1 마크업 오류 방지

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없음

7. 적합인증 관련사항

없음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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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10.xx.xx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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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is to provide the criteria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to design 

and to implement an accessible accredited certificate subscriber softwar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easily access of under the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at has been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2.  The Summary of Contents 

To allow people with disabilities use official certificates in online environments, 

the accredited certificate subscriber software should ensure accessibility of them. 

The software must be operable by using a keyboard, and is accessible by 

providing text alternatives that a screen reader can read, accompanied with 

non-text content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also ensures the logical 

composition of the user interface elements for the sake of the users' convenience. 

 

This Standard shall define the criteria and design guidelines so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the software through the web.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would influence local industries related to official certificates, and 

should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disabled people as well as 

ordinary people can use official certificates in online environments equally.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R1vi

4. The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U.S Section 508 Standards, 1194.21, “Software applications and operating 

systems,” 2002

- ISO 9241-171,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 Guidance on 

software accessibility,” 2008

4.2 Domestic Standards 

- TTA, TTAK.OT-10.0003/R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2009

- TTA, TTAS.KO-10.0213, Software Accessibility Guidelines, 2006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This Standards shall define the accessibility criteria for using official certificates 

in the domestic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accessibility 

guidelines on web content and software applications.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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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ndard
Software Accessibility Guidelines 1.0

(TTAS.KO-10.0213)
비고

1.1 Screen text output 6.1 Screen text output same

1.2 Alternative text 4.1 User interface element similar

2.1 Blinking and 

    Flickering 
11.1 Blinking same

2.2 Multimedia content 8.1 Movie display similar

2.3 Background sound new

3.1 Color 9.1 Color information same

3.2 Contrast 10.1 Contrast same

4.1 Keyboard interface 1.1 Keyboard function same

4.2 Keyboard navigation 1.1 Keyboard function similar

5.1 Focus display 3.1 Focus change same

6.1 Accessive technology

2.1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7.1 System setting change 

similar

7.1 Logical order same

7.2 Table same

7.3 Title same

8.1 Label 4.1 User interface element same

8.2 Input assistance 12.1 Electronic form same

9.1 Predictable same

9.2 Time limits same

9.3 Conventional usage new

5.1 Bitmap imag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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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ndard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TTAS.KO-10.0003/R1)

비고

1.1 Text shown on monitor new

1.2 Alternative text 1.1.1 Alternative text same

2.1 Blinking and 

    Flickering 
2.3.1 Seizures same

2.2 Paused multimedia content 2.2.2 Pause same

2.3 Background sound 1.3.4 Background sounds same

3.1 Color 1.3.1 Color same

3.2 Contrast 1.3.3 Contrast same

4.1 Keyboard interface 2.1.1 Keyboard access same

4.2 Keyboard navigation 2.1.2 Focus same

5.1 Focus on monitor 2.1.2 Focus same

6.1 Accessive technology new

7.1 Logical order 3.3.1 Info and relationship same

7.2 Table 3.3.2 Table same

7.3 Title 2.4.2 Titles same

8.1 Label 3.4.1 Label same

8.2 Input assistance 3.4.2 Error correction same

9.1 Predictable 3.2.1 Predictable same

9.2 Time limits 2.2.1 Time response same

9.3 Conventional usage new

1.2.1 Captions

1.3.2 Multisensory Indication

2.4.1 Skip navigation

2.4.3 Proper link text

3.1.1 Language

4.1.1 Markup language

4.2.1 Accessible web applications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A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The Objec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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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The Standards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A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10.xx.xx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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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가입자 S/W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을 위한 실무지침

(Practical Guidelines on Web Accessibility for Accredited Certificate Subscriber Software)

1. 개요

본 표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웹 접

근성을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설계 또는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구현 가이드를 제공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에서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기준과 구현 

가이드를 정의하고,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별 고려사항

과 구성 방법을 제시한다. 

3. 용어정의 

 가. 동영상:

      비디오 클립, 애니메이션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내용이 변화 하는 미디어 파일을 

의미하며, 파일로 존재하는 영상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영상의 경우도 

포함함

 나. 대체 텍스트: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체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텍스트.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제공된 대체 텍스트를 읽어주어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다. 배경음: 

      웹 페이지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음악, 오

디오 또는 사운드. 

 라.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어떤 장치를 장애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을 향상, 유지보수,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비, 시스템 또는 장비의 일부분. 본 표준에서 언급하는 

보조기술 또는 보조기기는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보조기술 또는 보조기기의 사용을 허용함.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은 화면상의 변화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기술로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유용함. 화면 확대 프로그램은 저시력자에게 일부 화면을 

확대하여 보여주며, 점자표시 장치(braille display)는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여 

표시해주는 시각장애인용 출력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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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초당 3~50회 깜빡임:

      주파수 제한 규정은 정보통신단체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TTAK.OT-10.0003/R1, 2009, 12)에 따른 것이며,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영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기준 화면 해상도는 1024 × 768임

 바. 초점(Focus):

      운영체제에서 사용자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객체임을 지정하는 것으로 초점이 제

공되면 이를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해당 객체를 구별하여 표시함. 키보드 

초점과 마우스 초점으로 구분됨

 사. 키보드 내비게이션:

      키보드를 사용하여 컨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 간을 순서대로 이동하는 절차를 의

미함

 아. 키보드 인터페이스:

      표준 키보드 입력 장치와 동일한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는 유사 키보드를 의미. 

예를 들어,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키보드 소프트웨어가 표준 키보드와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것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키보드 소프트웨어가 표준 키보드 인터페

이스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자.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스키(ASCII) 그림문자, 목록표시 이

미지, 이미지 버튼, 음성 및 음향자료(Audio and sound) 또는 오디오와 영상이 

결합된 비디오 자료와 같이 표준 문자(부호) 체계가 아닌,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

보가 포함된 콘텐츠. 한글 부호의 경우에는 유니코드, 조합형 또는 완성형 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

 차. 항상 최상위(always-on top):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는 경우 비활성화된 창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창을 항

상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

4.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기준

4.1. 화면 정보의 출력

(1) 제공기준

1.1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는 보조기술로 제공되어

야 한다.

1.2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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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가이드

(가) 화면에 표시되는 정적 텍스트는 보조기술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적 텍스트를 보조

기술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화면에 텍스트를 표시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

에서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조

기술이 운영체제의 표준 입출력함수를 가로채어 보조기술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② 만일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작하여 텍스트를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이 API는 

화면에 표시하는 텍스트를 표준 입출력 함수로 출력하도록 하고 이 함수가 동작하는 

과정에서는 텍스트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이미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그래픽 아이콘, 그래픽 글자 등은 비록 텍스트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도 

코드로 사용될 수 없다. 즉 이들은 보조기술에 제공되어도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기술이 코드로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

츠’는 다음과 같이 보조기술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대체 텍스트는 콘텐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 링크는 ‘이동하기’, ‘GO’ 등과 같이 목적지를 생략한 대체 텍스

트 보다는 ‘~로 이동’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지를 대체 텍스트로 제공한다. 

② 이미지의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가 내포하는 직관적인 의미를 대체 텍스트로 제공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공인인증서 로고의 경우에는 ‘OO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유형이나 컨트롤의 이름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 버튼을 공인인증서를 제출하는 버튼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버튼의 대체 텍스트를 ‘확인 버튼’이라고 하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은 이 버튼을 “버

튼, 확인 버튼”이라고 읽어준다. 여기서 ‘버튼’을 두 번 읽지 않도록 하려면 이 버튼

의 대체 텍스트를 ‘확인’으로 제공한다. 

④ 어떤 변화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변화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예

를 들어 공인인증서 복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진행형 바(Progressive bar)를 화

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복사 중’ 또는 ‘진행률 O%’이라는 텍스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체제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텍스트 메시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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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필요가 없다. 

 ⑤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때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머리표는 “글머리표”

라고 읽어주는 것이 도리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⑥ 컨트롤(control) 및 사용자 입력(user input)에 보조기술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명칭

(name) 또는 레이블(label)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컨트롤과 사용자 입력에 명칭과 레이블을 제공하는 방법은 4.8 (입력 도

움) (2) 구현가이드의 (가)를 참고한다. 

4.2 깜빡임의 배제

(1) 제공기준

2.1 (깜빡이는 객체 배제)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깜빡임 주파수의 범

위가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는 콘텐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2 (정지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크롤,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은 정지된 상

태로 제공한다. 

2.3 (배경음)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구현가이드

(가) 깜빡이거나 번쩍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구현

한다. 

① 명도대비 크고 번쩍임이나 깜빡임 주파수가 초당 3~50회인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는

다. 

② 불가피하게 깜빡이는 콘텐츠를 포함시켜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

다. 

    1) 깜빡이는 콘텐츠의 가로 및 세로 크기를 200 픽셀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번쩍이거나 깜빡이는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번쩍임으로 인한 

사용자(예: 광과민성 증후 환자, 학습장애자, 저시력자 등)의 발작을 예방하고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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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크롤이나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① 저시력자나 지적장애인 등은 이동하거나 스크롤되는 콘텐츠(배너, 텍스트 스크롤 등)

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이동이나 스크롤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지나간 

콘텐츠 또는 앞으로 나타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정지’ 등의 컨트롤을 제공한다. 

 ②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의 초기 상태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한다.  또한 동영상이나 애니

메이션의 재생 또는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이 동영상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만 3 초미만의 동영상은 자동적인 재생

을 허용한다. 

(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동영상의 오디오, 사운드, 음악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

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

다. 

① 배경음이 포함된 콘텐츠는 화면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음

소거’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배경음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한

다. 다만 3 초미만의 배경음은 자동적인 재생을 허용한다. 

 ②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음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3 색의 사용

(1) 제공기준

3.1 (색에 무관한 인식)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3.2 (콘텐츠의 명도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객체와 콘텐츠는 배경과의 대비가 충분

히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구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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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그램 개발시 화면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객체와 콘텐츠의 색을 선택할 때에

는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단색(흑백) 모

니터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이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단색(흑백) 모니터를 사용하더라도 화면에 표시되는 객체가 확실히 구분되도록 텍

스트 레이블, 툴팁, 무늬, 이미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나) 화면에 표시되는 객체와 콘텐츠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경과 배경간의 

대비가 충분히 차이가 나게 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바를 잘 보이도록 한다. 콘텐츠

의 가독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흑백 모니터에서도 객체와 콘텐츠를 충분히 

판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흑백 모니터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객

체와 콘텐츠는 컬러 모니터에서도 가독성이 우수하다. 

    이 항목은 비활성화된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 명도대비 계산법(W3C 제공)

명도대비 =      .

여기서 은 밝은 색의 상대적 조도(0~1), 는 어두운 색의 상대적 조도(0~1). 따라서 

명도대비는 1:1~21:1의 값을 가진다. 

  × × ×.

여기서 , ,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 f≤ 
  otherwise

   i f≤ 
  otherwise

   i f≤ 
  otherwise

여기서 , ,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여기서  ,  , 은 적, 녹, 황색을 각각 8비트 값으로 표현한 십진수이다.    

①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및 버튼 등)와 

배경 간의 명도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에 화면에 표시되는 객체와 콘텐츠의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한다. 만일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면 사용하는 글씨

의 폰트 크기를 10pt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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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객체와 콘텐츠를 구성하는 텍스트 폰트를 18pt 이상 또는 14 pt 이상의 굵은 폰트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도 대비를 3:1까지 낮출 수 있다.

4.4 키보드 제어

(1) 제공기준

4.1 (키보드 인터페이스) 공인인증서는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만으로 이

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2 (키보드 내비게이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2) 구현가이드

(가)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장비에서는 키보드만으로 공인인증서 가

입자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컨트롤과 사용자 

입력으로 키보드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키보드로 해당 기능을 실행시

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키보드 조작횟수의 많고 적음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또한 마우스 키를 이용한 키보드 조작은 키보드 내비게이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①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폼을 메뉴로 구성하고 주 메뉴에 단축키를 할당하

면 모든 메뉴 항목은 키보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② 사용자가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는 모든 컨트롤과 사용자 입력은 키보드 내비게이

션이 가능해야 하며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건너뛰는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

력이 없어야 한다. 단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키보드 내비게이션

이 불가능한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메뉴 항목 

또는 단축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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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키보드 인터페이스의 제공 방법

①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설계 시에 마우스와 키보드로 접근이 가능한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한다.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면 키보드 대체품을 사용하더라

도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키보드가 없으나 마우스가 달린 장비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마우스와 화면 키보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③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고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장비(예를 들어 키오스크 등)에서 사

용하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터치스크린과 화면 키보드 프로그램만으로도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나)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이동하는 키보드 초점의 이동 순서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①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키보드 내비게이션

만으로 탈출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마우스를 사용해야만 탈출할 

수 있으면 이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  

 ② 사용자 입력에 아무런 값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키보드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다음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의한 키보드 초점의 위치가 현재 활성화된 폼을 벗어나지 않

도록 한다. 

 ④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키보드 초점이 불필요한 컨트롤을 경유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⑤ 프로그램 설계 시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의하여 초점이 주어지는 모든 컨트롤 및 

사용자 입력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관례에 따라 화면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

쪽 하단 부분으로 이동하도록 구현한다. 

※ 참고: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 결정 방법

①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컨트롤 및 사용자 입력별로 설정한 탭 인덱스(tab index)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창이 열렸을 때에 메뉴, 툴바를 제외하

고 화면의 왼쪽 상단에 보인 첫 번째 컨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에 초점이 위치하도록 

설정한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서는 ‘인증서 매체선택’의 ‘하드

디스크’에 키보드 초점이 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반복적이며 순환적이어야 한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키

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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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를 역순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키보드 

내비게이션의 순서는 반복적이며 순환적이어야 한다. 

4.5 초점의 변화

(1) 제공기준

5.1 (초점 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주어진 객체는 화면상으로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구현가이드

(가) 저시력자 또는 지체 장애인은 컨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 등이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

정에서 키보드 초점을 받았을 때, 해당 컨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이 키보드 초점을 받

았음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버튼이나 링크가 키보드 초점을 받았을 때 키보드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요소의 주변에 점선으로 된 테두리가 표시된다. 

     키보드 초점의 모습은 객체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한 키보드 초점의 표시방법

은 마우스 초점과 다른 경우도 있다. 

① 프로그램 개발 시에 키보드 초점을 받은 객체는 키보드 초점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속성을 설정한다.

② 프로그램 개발 시에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접근성 지원 패키지를 사용하여 키보드 초

점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한다. 

4.6 시스템 안정성 유지

(1) 제공기준

6.1 (보조기술 영향 배제)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보조기술에 영향을 주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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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가이드

(가)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장비에 설치, 제거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사용자 설정 변경, 조작 불가 또는 보조기술 방해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장비에 설치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대비 모드로 설정한 장비의 고대비 모드를 해제한다면 고대비 모드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장비의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비활성화 시키거나 장비가 조작 불가능 상

태에 빠지도록 한다면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더 이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

게 된다. 

①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표준함수 

또는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접근성 지원 API를 이용한다. 만일 사용자 정의 API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 API가 접근성을 지원하는지 사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접근성 지원 기능(예를 들어 ‘내게 필요한 

옵션’)을 위하여 할당한 단축키를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참고: 최신 운영체제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접근성 지원 기능 예

① 고대비 모드: 저시력 사용자를 위하여 대비가 큰 색 조합과 큰 글꼴을 사용하여 시각

정보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② 키보드 설정: 키보드 입력장치 선택, 키 반복 시간, 텍스트 커서(캐럿: caret)의 깜빡

임 속도, 커서의 모양 등의 설정 기능 

 ③ 고정키: 여러 개의 키를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눌러도 동작하도록 하는 기능

 ④ 토글키: Caps Lock, Num Lock 또는 Scroll Lock 키를 누를 때마다 비프 음이 들리

도록 설정하는 기능

 ⑤ 필터키: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늦추는 기능 

 ⑥ 마우스 설정: 좌우 단추 바꾸기, 두 번 클릭  속도, 클릭 잠금, 마우스 맞추기, 포인터 

속도 선택 등

 ⑦ 소리표시: 경고음에 대응하는 시각적 알림 서비스

 ③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장비에 설치된 보조기술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현해야 한다. 또한 장비의 이상 현상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보조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뢰성있게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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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논리적 구성

(1) 제공기준

7.1 (논리적 구성)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객체의 배치순서

와 콘텐츠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7.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7.3 (제목 제공) 화면에 표시되는 창 또는 대화상자는 적절한 제목(title)을 제공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창 또는 대화상자의 제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

다.

(2) 구현가이드

(가)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 및 제공하는 콘텐츠는 보조기술을 통해서도 논리적

인 순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①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 폼을 구성하는 모든 객체는 선형화하여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선형화하여 순서대로 나열하

였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표를 제공할 경우, 보조기술 사용자가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① 데이터를 표로 표현하는 경우에 표의 내용,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표에는 그 내용을 요약한 정보를 제목 또는 요약으로 제공하여 표의 내용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표의 내비게이션을 위하여 표의 셀은 제목과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표를 접근성 있도록 구현하는 방법은 리스트 뷰(List view)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 창, 대화상자, 페이지 탭, 프레임, 영역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공인인

증서를 사용하기 쉽게 도와주어야 한다. 제목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해당 창, 대화상

자, 페이지 탭, 영역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창이 화면에 전시되는 경우에 이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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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서로 같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창을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모든 창, 대화상자, 페이지 탭, 프레임 및 

콘텐츠 블록의 제목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창 제목을 계층구조로 작성할 수 있다. 단, 메시지 상자(예를 들어 

‘확인’, ‘주의’, ‘오류’, ‘경고’ 등을 위한 대화상자)의 경우에는 표시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창 제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창, 대화상자, 페이지 탭, 프레임 및 영역의 제목은 문장의 하나로 간주하여 불필요

한 특수 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8 입력 도움

(1) 제공기준

8.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8.2 (입력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구현가이드

(가) 컨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 등은 그 용도를 알려주는 적절한 레이블을 제공하여 컨트

롤 또는 사용자 입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 입력 서식에서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이 필요한 입력 서식 컨트롤(예를 들어 편

집 상자 등)에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적절한 레이

블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편집 상자의 레이블은 해당 편집 상자의 용

도, 입력방법 등을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레이블은 해당 컨트롤과 대응관계를 가지도록 제공해야 한다. 만일 레이블을 편집 

상자와 대응시키지 않고 단순히 텍스트로만 제공할 경우, 보조기술을 통해서는 해

당 입력 서식과 레이블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 

 ③ 화면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범위에서 생략하거나 축약 등

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조기술로 제공되는 레이블은 해당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의 

용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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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레이블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4.1 (화면 정보의 출력)의 (2) 구현가이드의 (나)를 

참고한다. 

(나) 입력 서식 작성 시, 사용자의 실수로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장비의 시스템 오류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입력 서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한 위치와 오류를 유발

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구성한 입력 서식에서 비밀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제출하였을 경우, 오류

가 발생한 비밀번호 입력 서식의 위치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4.9 예측 가능

(1) 제공기준

9.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은 실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한 기능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9.2 (제한시간 조절) 제한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9.3 (관례의 준수) 관례를 준수해야 한다. 

(2) 구현가이드

(가)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이 초점을 받았을 때에 

의도하지 않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능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능이 실행되어야 한

다. 

 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키보드(Enter 키 등)를 이용하여 지정된 기

능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키보드 초점

의 이동이나 사용자 제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어떤 컨트롤이 초점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의도

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단, 기능의 실행이 아니라 초점을 받은 

요소의 색깔이 반전되거나 테두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변화, 또는 사용자 

제어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추가 정보 등은 초점 변화에 따른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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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기능이 실행되는 것은 사용자 선택 컨트롤과 함께 제공되는 실행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활성화 하였을 때 비로소 실행되어야 한다.

※ 참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는 경우의 예

① 입력 서식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특정 기능이 실행되는 경우. 단 Enter 키를 누

르는 것은 해당 기능을 실행하도록 사용자가 요구한 것으로 간주함 

 ②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예: 콤보 상자, 라디오 상자, 체크상자 등)과 같이 어

떤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 항목을 선택(초점을 받음)하는 것으로 해당 항목이 의

미하는 기능이 실행됨

 ③ 드롭다운 메뉴나 풀다운 메뉴를 열고 메뉴 항목으로 초점을 이동하면 해당 메뉴 항목

이 자동적으로 실행됨

 ④ 사용자 컨트롤이 다른 컨트롤로 키보드 초점을 이동하거나 사라지는 등 컨트롤의 변

화를 예측할 수 없음

 ⑤ 기타 사용자 컨트롤이 초점을 받음으로 인하여 키보드 내비게이션의 방법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창 또는 팝업 창이 열리고 이를 통해 정보나 

기능을 전달하면 안 된다. 레이어 팝업이 시각적으로는 맨 앞이지만 키보드로 접근

하는 경우 맨 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이어 

팝업 창으로 정보나 기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가 열려있거나 화면에 나타난 새 창/팝업 창/레이어 팝업을 닫거나 종료하도록 

버튼을 클릭하거나 활성화 시켰을 경우, 해당 창 또는 팝업 등이 종료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화면에 나타난 새 창/팝업 창/레이어 팝업을 닫거나 종료하도록 요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 또는 팝업 등이 종료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 특히 레이어 팝업의 경우에 이러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나) 장애유형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정된 제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자 소프트

웨어가 종료된다면 일부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었는지를 

모르는 채로 장비를 이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간제한이 있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반응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①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사용자 반응을 기다리도록 시간제한 기능

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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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용자가 시간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

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기능은 사용자가 시간해제 옵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제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고 사용자 반응을 기다린다. 

 ③ 사용자가 시간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되, 반응시간 연장이 필요함을 최소

한 20초 이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간 종료 20초전에 ‘시

간을 연장하려면 Space bar를 누르시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Space bar

를 누르면 시간제한이 연장되도록 구현한다. 

(다)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례를 유지해야 한

다. 만일 관례와 다른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

한 사용자 옵션을 제공하고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목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요구조건이다. 

 ① 컨트롤, 입력 서식의 용도와 사용법은 관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새로운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컨트롤

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참고: 관례를 벗어난 기능의 사용 방법

① 두 개의 연속한 편집 상자에 각각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와 뒷자리를 입력하도록 구

현한 경우에 앞의 6자리를 입력하고 Tab 키를 눌러 다름 편집 상자로 이동시켜 뒷자

리 7자리를 입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만일 앞의 6자리를 입력하

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편집 상자로 커서가 이동하도록 하는 설계는 비록 관례에는 

어긋나기는 하지만 매우 편리한 기능임.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

시 ‘커서 자동 이동’ 옵션을 제공해야 함

 ② 편집 상자가 키보드 초점을 받은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특정한 값을 입력해야

만 다음 컨트롤로 키보드 초점이 이동하는 기능은 기존의 키보드 초점 사용법과 다르

므로 사용자가 이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해야 함

 ③ ‘항상 최상위(always-on top)’ 기능은 비활성 창을 항상 화면 전면에 표시하도록 하

므로 운영체제의 관례에 어긋나는 기능임. 따라서 ‘항상 최상위' 기능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항상 최상위’ 기능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옵션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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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자 소프트웨어 장애인 접근성 구현

5.1 가입자 소프트웨어 컨트롤 및 사용자 입력 구현 방법

5.1.1 창(Window) 및 대화상자(Dialog Box) 제목의 구성

창(window)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에서 사용

되는 사각형 모양의 표시구역으로, 창 제목(window title), 표시구역(display 

area), 상태 바(status bar)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

웨어는 창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리는 창을 

대화 상자(Dialog Box)라고 한다.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을 지원하므로 동시에 몇 개의 태스크

가 실행될 수 있다. 또한 각 태스크 별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interaction)을 위하여 창

을 열어 정보를 표시하거나 활성화 시켜 키 조작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화면에 보이거나 나타날 여러 개의 창 중에서 어느 창이 활성화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용자는 창 제목으로 창을 구분하므로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

정에서 열리는 창 또는 대화상자는 그 이름이 서로 상이하여야 한다. 

(그림 5-1) 대화상자

  (그림 5-1)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을 위한 대화상자로 창 제목 ①이 ‘비밀번호입력’임

을 보여준다. ‘비밀번호 입력’이라는 창 제목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인인

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열렸을 때에만 사용이 되어야 하며  다른 창에서는 ‘비밀번

호 입력’이라는 창 제목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창 제목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층적으로 창 제목을 부여 할 수 있

다. (그림 5-2)는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가입

자 소프트웨어의 버튼을 선택함에 따라 열리는 창의 변화 과정 일부를 플로 다이어그램

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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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상 숫자는 각 창의 해당 숫자가 표시된 버튼을 의미하며, 화살표의 방향은 해

당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선택하였을 경우에 전환되는 창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그림의 (a)화면에서 저장토큰① 버튼을 선택하면 (b)화면이 열린다. 

(그림 5-2)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 플로 다이어그램(예시)

  위의 플로 다이어그램의 대화상자 (d)와 (e), 그리고 인증서관리 창 (g)는 서비스 제공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창 제목이 동일하여 창 제목만으로는 해당 창의 용도나 

내용을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일 창 (g)의 제목을 ‘인증서관리’로 부여한다면, 대화

상자 (d)와 (e)는 다른 창 제목(예를 들어 ‘검증’ 또는  ‘확인’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대화상자 (d), (e) 및 (f)의 경우에는 컨트롤을 다른 창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제목의 창간을 이동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창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창 제목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창 제목을 계층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의 창 제목을 ‘인증서’ 라고 부여하고, 그 하위 창 (b)와 (g)의 창 제목을 각각 

‘인증서-PIN’ 및 ‘인증서-관리’와 같이 하위 창 제목이 상위 창 제목을 포함하도록 구성

하면 계층이 다른 창의 제목이 항상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c)의 창 

제목은 ‘인증서-PIN-변경’으로 부여할 수 있다. 

  창 제목을 계층적으로 표시하면 창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묘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일한 소프트웨어 사용과정에서 열린 창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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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창 제목

변경 사유
현행 개선안

(a)
가입자 소프트웨어

메인 창
‘인증서 선택’ ‘인증서’ ’선택’은창 일부 기능 설명

(b)
PIN 입력/관리

대화상자
‘PIN번호 입력’ ‘인증서-PIN’

‘번호’ 불필요, ‘PIN번호

입력’ 보다는 ‘PIN 관리’

적절

(c)
PIN

변경대화상자
‘PIN번호 변경’ ‘인증서-PIN-변경' ‘번호’ 불필요

(g)
인증서 관리

대화상자
‘인증서 관리’ '인증서-관리‘ -

<표 5-1> 대화상자 창 제목 설정

  메시지 상자 (d), (e) 및 (f)의 창 제목은 내용을 감안하여 <표 5-2>와 같이 제공하

는 것이 적절하다. 

구분 내용
창 제목

변경 사유
현행 개선안

(d)

공인인증서 검증결과

성공임을 설명하는

메시지 상자

‘인증서관리’ ‘확인’
대화상자 용도가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

(e)

USB 이용에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는

메시지 상자

‘인증서관리’ ‘주의’

USB 이용에 오류가 있어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

(f)

공인인증서 암호변경

성공하였을 설명하는

메시지 상자

‘인증서복사’ ‘확인’

공인인증서 암호를 성공적

으로 변경하였음을 공지

하기 위함

<표 5-2> 메시지 상자 창 제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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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메시지 상자(Message Box)

메시지 상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 

구성 요소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과 사용자의 대응을 요구하는 버튼으로 구성된

다.  

  (그림 5-3)은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인증서 복사를 완료했습니다.’는 정보

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구성한 메시지 상자의 예이다.

(그림 5-3) 메시지 상자

  정보제공부분①을 텍스트로 처리하고, 버튼②를 프로그램 환경이 제공하는 텍스트 버튼

을 사용하게 되면 초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해당 버튼의 텍스트를 보조기술로 제공하여 접근성

을 제공하게 된다. 

  정보제공부분①을 이미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함

께 제공하여 보조기술이 이미지의 내용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한다. 

  버튼②를 이미지 버튼으로 구현할 경우에도 버튼에 초점이 주어졌음을 보조기술로 알려

주기 위하여 이미지 버튼 별로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함께 제공한다. 이 경우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 

  메시지 상자의 제목을 제공하는 방법은 7.1.1 대화 상자(Dialog Box) 및 창(Window) 

제목의 구성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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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편집 상자(Editor Box) 및 콤보 상자(Combo Box)

편집 상자(Editor Box)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입력(user input) 창이다. 콤보 상자(Combo Box)는 사용자가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조회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컨트롤이다. 콤보 상자의 

특징과 편집 상자의 특징을 결합한 콤보 편집 상자(Combo Edit Box)는 사용자

가 정보를 키보드로 입력할 뿐 아니라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조회하여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이다.
 

  콤보 편집 상자의 외관은 콤보 상자와 동일하나 사용 방법 및 기능은 조금 다르다. 

콤보 편집 상자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해당 내용의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콤보 상자는 편집이 불가능하다. 
 

  콤보 편집 상자는 편집 상자와 기능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콤보 편집 상자에

서 End 키를 누르면 해당 콤보 편집 상자에 저장된 내용의 제일 마지막 글자로 커

서가 이동하나 콤보 상자에서는 마지막 항목으로 이동한다. 
 

  많은 경우에 편집 상자, 콤보 상자 또는 콤보 편집 상자는 해당 컨트롤의 용도 

또는 작성요령 등을 레이블로 제공한다.

  (그림 5-4)의 (a)는 참조번호를 입력하는 레이블①과 편집 상자③, 인가코드를 입력하

는 레이블②와 편집 상자④로 구성된 대화상자이다. 각각의 레이블(①, ②)은 대응되는 

편집 상자(③, ④)와 쌍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각 레이블은 대응하는 편집 상자의 속성 값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일 레이블을 

정적 텍스트로 제공하면 편집 상자의 레이블로서 기능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군다

나 레이블을 정적 텍스트로 구성하고 레이블①이 편집 상자④와 쌍을 이루고, 레이블②와 

편집 상자③이 쌍을 이루도록 구성하면 보조기술이 읽어주는 레이블이 대응되는 편집 상

자와 일치하지 않아 장애인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콤보 상자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모든 레이블은 대응되는 편집 상자나 콤보상자의 속성 값으로 제공해야 한다.  

(a) 편집 상자  (b) 콤보상자

(그림 5-4) 편집 상자의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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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b)의 콤보 상자는 드라이브 목록 선택을 위한 컨트롤이다. 콤보 편집 상자

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드라이브 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목록 선

택의 어려움이 있고 선택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콤보 상자로 구현하는 것이 적절

하다. 

  (그림 5-5)와 같이 레이블을 정적 텍스트로 구성하되 레이블과 편집 상자의 나열 순서

가 뒤바뀌면 해당 편집 상자의 입력이 완료되어야만 보조기술이 레이블을 읽어주게 되므

로 장애인은 레이블 정보를 알지 못하고 편집 상자에 입력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예

를 들어, 편집 상자①에 대응하는 레이블③이 편집 상자①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

애인의 입장에서는 편집 상자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참조번호’인지를 알 수 없게 된

다. ‘인가코드’④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모든 컨트롤의 레이블은 컨트롤의 속

성 값으로 제공해야 한다. 부득이 정적 텍스트로 레이블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

되는 편집 상자 또는 콤보 상자 앞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림 5-5) 잘못된 편집 상자 레이블

5.1.4 라디오 버튼(Radio Button)과 체크 상자(Check Box)

라디오 버튼(Radio Button)은 여러 가지의 선택 항목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버튼이다. 라디오 버튼을 구성하는 항목을 동일한 

그룹으로 구성하면 하나의 항목이 선택되면 나머지 항목은 해제된다. 체크 상자

(Check Box)는 항목별로 선택과 해제가 가능하다. 

  (그림 5-6)은 3개의 항목을 라디오 버튼으로 구성한 예이다. 각각의 항목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환경이 제공하는 텍스트로 구성한 라디오 버튼의 경우에는 특별

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접근성을 제공하는 라디오 버튼을 구성할 수 있다. 

  라디오 버튼에서 항목 간의 이동 및 선택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따른다. 예를 들어,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기 위한 키보드 내비게이션은 항목간의 이동은 

Up/Down 또는 Left/Right 키로, 항목 선택 시는 Space bar 키 또는 Enter 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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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컨트롤(예를 들어 라디오 버튼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모든 라디오 버

튼)은 가능한 한 동일한 키 조합을 할당하여 장애인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로 구성한 라디오 버튼에서는 선택된 항목이 표시되므로 별도로 초점을 제공하

지 않아도 된다. (그림 5-6)은 ‘개인키의 신뢰손상’ 항목이 선택된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5-6)  라디오 버튼

  화면낭독 프로그램은 (그림 5-6)의 라디오 버튼을 다음과 같이 읽어주어야 한다. 

<그룹이름>은 (그림 5-6)에 보인 라디오 버튼 컨트롤 전체의 그룹이름을 의미한다. 

“선택” → <그룹이름> → “개인키의 신뢰손상” → “1/3” → “라디오 버튼”

  라디오 버튼을 구성하는 항목을 이미지로 구성한 경우에도 각 항목간의 이동 및 선택

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따라야 한다. 만일 라디오 버튼 컨트롤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방법을 개발자가 별도로 정의하였을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과 유사한 방

법으로 동작하는 모든 컨트롤에도 정의된 키보드 내비게이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5-7)은 ‘하드디스크’①에 초점이 제공되었음을 라디오 버튼이 표시하고 있다. 

(그림 5-7)  이미지로 구성한 라디오 버튼

  화면낭독 프로그램은 (그림 5-7)의 라디오 버튼을 다음과 같이 읽어주어야 한다. 

<그룹이름>은 (그림 5-7) 라디오 버튼 컨트롤의 그룹이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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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그룹이름> → “하드디스크” → “1/4” → “라디오 버튼”

  라디오 버튼임을 나타내는 표식은 없으나 라디오 버튼과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이미지

로 구성한 (그림 5-8)은 사용자 구현 선택 컨트롤 컴포넌트로 라디오 버튼과 유사한 기

능을 한다. 이 컨트롤은 해당 항목에 초점이 주어졌음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미지에 시각적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미지에 시각적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는 이미지에 그림자를 표시하는 방법 또는 이미

지를 역상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그림 5-8)은 ‘하드디스크’①에 테두리를 제

공하여 초점이 주어졌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5-8) 배경색으로 초점을 표시한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은 (그림 5-8)의 선택 컨트롤을 다음과 같이 읽어주어야 한다. 

“선택” → “매체별 인증서 정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하드디스크”

→ “1/5” → “선택 컨트롤”

  이미지로 구성된 라디오 버튼의 초점 이동 방법은 텍스트 라디오 버튼과 동일하게 운영

체제가 지원하는 키보드 내비게이션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그림 5-8)의 저장매체의 선택은 

Right/Left 키를 이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하다.

  체크 상자의 구현 방법은 라디오 버튼과 동일하다. 

5.1.5 리스트 뷰(List View)

리스트 뷰(List View)는 행(column)으로 구분하고 행 단위로 항목을 나열할 수 있

는 컨트롤이다. 리스트 뷰 컨트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항목을 표의 

형태로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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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9)는 공인인증서 목록을 표시하기 위하여 4개의 행①로 구성된 리스트 뷰의 

예이다. 리스트 상에서 항목② 간의 이동 및 선택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키보드 내비게이션 

방법에 따른다. 

(그림 5-9)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리스트 뷰

  예를 들어 항목 간 이동은 Up/Down 키를 이용하며, 행 단위로 이동할 경우에는 

Right/Left 키를 사용한다. 선택은 Space bar 또는 Enter 키를 사용한다. 

5.1.6 페이지 탭(Page Tab)과 및 아코디언(Accordion)

페이지 탭(Page Tab)은 하나의 대화상자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이다. 페이지 탭은 하나의 대화

상자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페이지 탭의 키보드 사용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Right/Left 키 또는 

Up/Down 키를 사용하여 탭 페이지를 선택하는 것이며 두 번째, Control + 

Tab/Control + Shift + Tab 키(역순으로 이동)를 이용하여 탭 페이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Control + Tab 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하기 전 페이지의 초점의 위치가 

새로 선택한 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 환경이 제공하는 페이지 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지원

된다. 다만, 페이지 탭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대화상자를 제작하는 경우

에 페이지 간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를 결정해주어야 한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방법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다. 예를 들어  Right/Left 

키를 이용하여 페이지 간을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때마다 해당 탭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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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0)은 두 개의 페이지(①, ②)로 구성한 대화상자이다. 또한 키보드 내비게이

션에 따라 해당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그림 5-10)에서는 항목① ‘일반’

이 기본 페이지로 설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0)에서 초점은 선택된 탭 페이지의 첫 번째 컨트롤에 위치한다. 인증서 정보 

표시 부분에 초점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인증서 정보 표시 부분을 읽기 전용 편집 상자로 

구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은 인증서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림 5-10) 페이지 탭

5.2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키보드 제어 방법

5.2.1 키보드 제어와 초점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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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제어란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 또는 개발자가 

사전에 정의한 방법으로 키보드를 조작하여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제공

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화상자 또는 창에서 Tab 키를 누를 때마다 초점이 컨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 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역순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Shift + Tab 키를 이용한다. 

또한 개별 컨트롤 내에서의 키보드 초점이동은 이동 키(Right/Left키 및 

Up/Down키)를 이용한다.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서 키보드 조작에 의한 컨트롤 및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즉 키보드 내비게이션은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과정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방

법이 달라 사용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 내비게이션과 함께 

초점이 이동하는 순서는 가능한 한 전통적인 방법을 따른다. 예를 들면 화면의 왼

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의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

애인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그림 5-11) (a)에 보인 창에서 Tab 

키를 누를 때마다 초점이 이동하는 순서는 (그림 5-11) (b)와 같아야 한다. (그림 5-11) 

(b)에서 실선은 Tab 키를 누를 때마다 초점이 이동해야 하는 순서이며, 점선은 해당 컨트롤

이 활성화 되었을 때에 Right/Left 키 또는 Up/Down 키를 이용하여 초점이 이동해야 하

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1) (b)는 초점이 주어지는 컨트롤을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의 순서로 배

치한 것이다. 리스트 뷰에서 공인인증서 선택⑥ 후,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⑦, 공인인증

서 보기 버튼⑧을 클릭하도록 하면, 공인인증서 보기 창이 열려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 후에 다시 현재 창으로 돌아와야 하며 그동안 입력한 인증서 암호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증서 암호 편집 상자의 내용이 초기화된다면 입력한 

인증서 암호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점은 ⑥→⑧→⑦

→⑨→⑩의 순서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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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 예  (b) 초점의 이동 순서

(그림 5-11)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초점이동(예)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초점의 이동순서를 ⑥→⑧→⑦→⑨→⑩으로 변경한다면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서 인증서 암호 편집 상자에 앞서서 ‘인증서 보기’ 버튼을 위치시키

는 것이 논리적이다.((그림 5-12) 참조)

(그림 5-12)  개선된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

  (그림 5-13) (a)는 다른 형태의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의 

키보드 내비게이션은 전통적인 내비게이션 방법(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을 

따른다면 (그림 5-13) (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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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 예  (b) 초점의 이동 순서

(그림 5-13)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초점이동(예)

  (그림 5-13) (b)에서 실선은 Tab 키에 의하여 이동하는 과정이며, 점선은 Right/Left 

키와 Up/Down 키로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림 5-13) (a)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disabled) 항목(⑧, ⑨)의 경우에는 키보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나 해당 항목의 실행이나 

선택이 불가능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그림 5-13) (b)에서 ‘모든 인증기관 인증서를 검색’ 체크 상자⑦와 ‘인증서재검

색’ 체크 상자⑧을 이용하는 시점이 리스트 뷰⑥로 초점이 이동한 이후로 가정하였다. 그

러나 체크 박스⑦은 ‘매체별 인증서 정보’를 선택한 직후가 바람직할 수 있다. 또는 항상 

모든 인증서를 리스트 뷰에 나타나도록 하고, 체크 상자 ⑦을 생략하는 것이 사용 편의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체크 박스 ⑧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확인’ 버튼⑩, ‘내용보기’ 버튼⑪ 및 ‘취소’ 버튼⑫로 초점이 이동하는 순서는 (그림 

5-13) (b)와 같이 ⑩ → ⑪ → ⑫ 또는  ⑪ → ⑩→ ⑫의 순서가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확인’ 버튼⑩이 ‘취소’ 버튼⑫의 우측에 있어 일반적인 위치와 다르다. 따

라서 이 부분은 (그림 5-14)와 같이 버튼의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4)에서 ‘내용보기’ 버튼⑪을 ‘확인’ 버튼보다 앞에 위치시키는 경우 주의할 

점은 ‘내용보기’ 작업을 수행하고 이 작업을 종료하면 다시 (그림 5-13) (a)의 창으로 되

돌아 와야 하고 초점이 (그림 5-14)의 ‘내용보기’ 버튼⑪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내용보기를 한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 5-13) (a)의 순서대로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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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개선된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

※ 초점 이동 순서 평가 방법 및 도구

1) 키보드 초점을 화면에 강조하여 표시하는 도구를 이용하면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따른 키보드 초점이동 순서가 논리적인가를 쉽게 일 수 있다. 

2) 평가도구 : TinySave, http://john.cbu.ac.kr/board/view.php?id=notice&no=65

5.3 레이블과 색의 제공 방법

5.3.1 적절한 레이블

레이블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컨트롤에 사용되는 레이블은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컨트롤의 이름을 읽어주는 점을 고려하여 컨트롤의 유형을 레이블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래 (그림 5-15)는 실제 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매체 선택 컨트롤의 

레이블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R1- 30 -

(그림 5-15) 매체 선택 컨트롤

  (그림 5-15)는 인증서가 저장된 매체를 선택하는 컨트롤이다. 그런데 레이블①은 ‘매체

별 인증서 정보(이미지를 클릭 하세요)’로 제공되어 있어서 마치 어떤 매체를 선택하면 

해당 매체에 저장된 인증서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5-15)의 라디오 버튼 컨트롤을 읽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된다. 

“선택” → “매체별 인증서 정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하드디스크” → “1/5” →

“매체 선택”

  따라서 ①의 레이블은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적합한 레이블은 

‘저장 매체(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또는 ‘저장 매체’ 등이 적합하다. 여기서 ‘저장 매체 

선택’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이 컨트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선택’

이라고 읽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하드디스크②를 선택하면 모든 하드디스크의 인증서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만일 

하드디스크②를 선택하면 C 드라이브의 인증서만 표시한다면 레이블을 ‘주 디스크’로 수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마찬가지로 이동디스크③을 선택하는 경우에 인증서를 선택하는 

콤보 상자가 나타나 여러 드라이브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레이블③은 ‘디스크 

선택’ 또는 ‘드라이브 선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미와 가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그림 5-15)에서 ④는 저장토큰과 보안토큰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레이블 ‘저장토큰’과 

‘보안토큰’은 유사한 명칭이므로 처음 사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레이블은 

그 특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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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인증서 정보 제공 예 

  (그림 5-16)은 인증서 관리 대화상자에서 인증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메시지

이다. 이 내용이 화면낭독기로 출력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택된 인증서 정보” → <이미지-저장매체> → “선택된 인증서가 없습니다. 인증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인증기관:” → “유효기간:”

여기서 <이미지-저장매체> 부분은 위 그림에서 이미지① 부분을 의미한다. 이미지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미지-저장매체> 부분은 비어있게 된다. 만일 이미지에 

‘저장매체’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면 <이미지-저장매체> 부분은 ‘저장매체’라고 치환

되어 읽어주게 된다. 그런데 ‘저장매체’라고 읽어주는 것이 도리어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17) 버튼 레이블의 예

  (그림 5-17)의 버튼 레이블은 버튼의 용도를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예이

다. (그림 5-17)에서 버튼①은 ‘취소’ 또는 ‘닫기’ 만으로 충분하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한

다면 인증서 관리 또는 사용을 종료한다는 위미에서 ‘종료’라는 레이블을 제공하는 것이 그 의

미가 더욱 명확하다. 또한 버튼 ②의 기능은 인증서 선택 기능보다는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므로 ‘확인’ 버튼 레이블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버튼 ②의 레

이블 ‘인증서 선택(확인)’은 불필요한 설명이 제공된 경우이다. 

  버튼 ②의 레이블을 ‘인증서 선택 버튼’ 또는 ‘확인 버튼’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은 아니다. 왜냐하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컨트롤 이름을 자동적으로 읽어주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화면낭독 프로그램은 ‘인증서 선택 버튼, 버튼’ 또는 ‘확인 버튼, 버튼’이라고 읽

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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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인증서 선택 관련 컨트롤 레이블 

  (그림 5-18)은 인증서 관리 창의 일부분이다. (그림 5-18)에서 레이블 ①은 저장매체 

선택, 인증서 선택, 인증서 암호 입력 등 세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인증서 암호 입력 

편집 상자④의 경우 레이블③이 제공되고 있으나, 저장매체 선택①, 인증서 선택② 부분

은 컨트롤만 포함하고 있을 뿐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장 매체 선택 컨트롤

에 초점이 있더라도 해당 컨트롤에 관한 레이블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은 컨트롤의 명칭이

나 용도를 알 수 없다. 인증서 선택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림 5-18)은 (그

림 5-19)와 같이 각 컨트롤 별로 레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5-19)의 레이블(①, ②)

은 컨트롤에 각각 레이블을 추가한 모습이다. 그 결과 레이블③은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삭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19) 레이블을 추가한 결과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R1- 33 -

 아래 (그림 5-20) (a)은 저장매체 선택을 위한 사용자 구현 선택 컨트롤이다. 

(a) 저장매체 선택 컨트롤

(b) PIN 입력 대화상자 (c) 메시지 상자

(그림 5-20) 용어의 통일

  (그림 5-20) (a)에서 저장토큰을 선택하였을 때에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토큰이 없으면 

(그림 5-20) (b)와 같은 메시지 상자가 표시된다. 그런데 저장토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림 5-20) (b)의 대화상자가 나타나 PIN을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그림 5-20) (b)

에서는 ‘스마트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장치를 경우에 따라 저장

토큰 또는 스마트카드로 표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모두 ‘저장토큰’ 또는 ‘스

마트카드’로 수정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림 5-20) (a)의 ‘보안토큰’과 (그림 5-20) (c)의 ‘USB 키’는 모두 ‘보안

토큰’ 또는 ‘USB 키’ 중의 한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 컨트롤의 레이블 평가 방법 및 도구

1) 컨트롤과 함께 제공되는 레이블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확인하거나 컨트롤의 속성을 알려주는 평가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2) 평가도구(MS Windows 용): AccExplorer 2.0, Inspect 32, UI Spy, SAVE 등

5.3.2 색과 명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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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버튼, 레이블, 이미지 등은 색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판독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콘텐츠는 배경과 비교하여 확연히 들어나도록 구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색깔만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림 5-21)과 같이 파란 버튼과 빨간 버튼을 제공하고 “파란 버튼을 누르시오” 또는 

“빨간 버튼을 누르시오” 라고 사용법이 제시된 경우에 흑백화면 상에서는 이들 버튼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a) 컬러 모니터에 나타난 모양 (b) 흑백모니터에 나타난 모양 

(그림 5-21) 색상으로만 표시된 버튼

  색깔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

으로 이동하려면 왼쪽의 빨간 버튼을 클릭하시오” 또는 “뒤로 이동하려면 오른쪽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오”처럼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 색각이상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그림 5-22)와 같이 색깔과 함께 버튼을 점선과 점으로 표시하

는 것이다. 이러한 표시 방법을 사용하면 흑백 모니터에서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 

(a) 컬러 모니터에 나타난 모양 (b) 흑백모니터에 나타난 모양그림 

(그림 5-22) 점선, 점 및 색상으로 표시된 버튼

  또 다른 방법으로 버튼에 레이블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21의 버튼에 흰

색으로 ‘앞으로’, ‘뒤로’와 같이 레이블을 제공하면 버튼의 용도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 

  전경색이 배경색과 비슷한 경우나 명도 대비가 낮을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판독하거

나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컨트롤, 사용자 입력 등

은 배경과 충분히 구분될 수 있도록 색깔, 크기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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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색 레이블 (b) 검정색 레이블

(그림 5-23) 전경과 배경

  (그림 5-23) (a)에서 비밀번호 입력창의 레이블 ‘인증서 비밀번호’는 전경색이 짙은 회

색(칼라코드:#9C9C9C8)으로 배경색인 옅은 회색(색 코드:#E9E9E9)과의 명도대비는 

2.26:1이다. 따라서 가독성이 기준(4.5:1)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림 5-23) (b)와 같이 

‘인증서 비밀번호’는 짙은 검정색(#2B2B2B)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 명도대비는 

8.1:1 이상으로 기준을 만족한다. 

  참고로 흰색 배경(#FFFFFF)에서 중간 짙은 회색(#777777)의 텍스트나 이미지는 명도

대비는 4.48:1로 기준에 미달한다. 흰색 배경에서 조금 더 짙은 회색(#767676)의 텍스트나 

이미지의 명도대비는 4.5:1 이상으로 기준에 부합한다. 

※ 명도 대비 측정 도구 

1) Contrast Analyser, Version 2.0: http://www.paciellogroup.com/resources/contra

st-analyser.html

2) Colour Contrast Check: http://www.snook.ca/technical/colour_contrast/colour.h

tml

3) Colour Contrast Analyser: http://juicystudio.com/services/colourcontrast.php

4) Colour Contrast Visualiser: http://www.stainlessvision.com/projects/colour-cont

rast-visualiser

5) Colour Contrast Analyser Firefox Extension: http://juicystudio.com/article/colou

r-contrast-analyser-firefox-extension.php 

6) CSS Analyser: http://juicystudio.com/services/csstest.php

7) Luminosity Contrast Ratio Analyser: http://juicystudio.com/services/luminosityc

ontrastratio.php

8) Vischeck: http://www.vischeck.com/vischeck/

9) Sim Daltonism: http://www.michelf.com/projects/sim-dalt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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