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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평가 알고리즘 개발-Table 요소

중심으로

(Development of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Algorithm-Based upon Table Element)

박 성 제*, 김 종 원**

(Seong-Je Park and Jong-Weon Kim)

요 약 I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 극대화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웹 접근성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테이블과 레이아웃 테이블
용도로 사용되는 “Table 요소”는 자동화평가도구의 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 지침을 기반으로 “Table 요소”에 대한 개선된 평가 알고리즘을 제시하
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핵심주제어 : 웹 접근성, 테이블 요소, 자동화평가도구, 평가 알고리즘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 penetration, the
importance of Web accessibility has greatly increased and accordingly been studied a lot. This
study noticed that the current evaluation algorithm for "Table Elements," which are used for
data and layout tables, has many problems. Based on the Web Accessibility Guidelines, this
study presents an improved evaluation algorithm for "Table Elements" and verifies its
validity.

Key Words : Web Accessibility, Table Elements, Evaluation Tools, Evaluation Algorithm

1. 서 론*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이 모든 사

회 활동의 핵심 수단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10].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확

산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정보화

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IT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

층을 고려한 웹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8,11].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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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및 서비스 간의 호환성 확보와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2].

이에 최근까지 웹 접근성 준수, 평가 및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7,12-16], 웹 접근성 평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자동화평가도구에 대한 다양한 한계점들을 지적하

고 있다.

자동화평가도구만을 이용한 평가는 소스코드 분석

을 통한 평가에 비해 그 결과의 신뢰성이 낮고[4,7,15],

또한 세밀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소스코드의 정확한

오류 부분을 추출하기 힘든 단점 등[3,5,9] 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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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아울러 접근성 평가에 있어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에서의

적용이 불가능한 한계점들을 지적하고 있다[5,8,15].

특히 A-Prompt[21], Bobby[19] 등과 같은 자동화평

가도구들은 웹 접근성 평가에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

으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평가방

법을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자동평가가 불가능하여 전

문가에 의한 소스코드 분석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문

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5,8,15,18].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콘

텐츠에는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테이블, 사용자

서식 및 프레임 등이 있다. 이 중 웹 페이지 내에서

“표”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tabel 요소”는 특정 기준

에 의한 데이터의 구분이나 정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

는 요소이며, 웹 콘텐츠 중 많이 활용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5,15].

그러나 KWCAG와 같은 웹 접근성 지침을 살펴보

면 “Table 요소”의 평가방법이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17,22], 선행된 연구들에서 “table 요소”

평가결과에 대한 자동화평가도구의 신뢰성 및 한계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5,8,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 평가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동화평가도구에서 “Table 요소” 평가

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W3C에 소개

된 국내외의 대표적인 웹 접근성 자동화 평가도구들

을 알아보고, WCAG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A-Prompt

와 KWCAG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웹 접근성 자동 평

가 도구인 K-Wah의 “Table 요소” 평가에 대한 문제

점을 파악․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웹 접근성 자동화평가 도구

W3C에서 1997년 웹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이하 WCAG[22])을 개발하여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웹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

양한 자동화도구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 중

“Bobby”와 “A-Prompt”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19,21]. “Bobby”는 WCAG를 기반으로 웹 페이지 내

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스코드를 확인하

고, 페이지의 호환성을 테스트한다. 또한 “A-Prompt”

역시 웹 페이지의 소스코드를 WCAG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접근성을 평가하고 평가하고 오류 수정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21].

아래의 <표 1>에서는 W3C 웹 사이트[22]에 소개된

50여개의 자동화 평가도구와 적용된 표준을 정리하였

다.

적용 지침 자동화평가도구

WCAG

Acc - an Accessibility Evaluator,

Colorfield Insight, Colour

Blindness Check, CSS Analyser,

EvalAccess, EveryEye, Hera,

Hi-Caption Studio, IBM

Rule-based Accessibility

Validation Environment

(RAVEn), Illinois Accessible Web

Publishing Wizard, Lynx

Simulator, Lynx viewer, Media

Access Generator (MAGpie),

NetMechanic, NIST WebMetrics

Tool Suite, Ocawa, Page Valet,

PEAT - Photosensitive Epilepsy

Analysis Tool, Readability Test,

Silvinha - Accessibility Validator

and Repair Tool, Style and

DictionTAW Standalone, Uaw,

Visolve, Visual Impairment

Simulator for Microsoft Windows,

W3C CSS Validation Service,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Web Accessibility Inspector, etc

WCAG

Section508

Bobby, Deque Ramp Ascend,

Deque Ramp Personal Edition,

Mozilla/Firefox Accessibility

Extension, Readability index

calculator, SWAP, Truwex 2.0,

WebXACT, WebXM etc

WCAG

BITV
Visolve etc

WCAG1.0

Section508

JIS

Colour Blindness Check,

ColorDoctor etc

WCAG1.0

Section508

BITV

A-Prompt etc

WCAG1.0

Section508

Stanca

ActBITV

A-Checker etc

<Table 1> 자동화평가도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K-Wah”를 웹 접근성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

는데, “K-Wah”는 웹페이지의 접근성 평가에 있어

WCAG와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8조 뿐만

아니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인 KWCAG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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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AG[17])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오류항목과 경고

및 수동검사 항목을 보여준다.

3. Table 요소 평가의 문제점 분석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HTML, XHTML 등의 마

크업 언어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

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사용자 입력 및

프레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또한 “표” 구성을 위

해 사용되는 “table 요소”는 접근성 지침에 의한 평가

방법이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평가도구에

의한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Table 요소”는 <table>, <thead>, <tbody>,

<tfoot>, <th>, <tr> 및 <td> 등의 태그(Tag)를 이

용하여 생성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또한 “Table 요

소”는 “표” 작성을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웹

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설정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Table 요소”는

그 형태와 유형이 다양하여 웹 접근성 평가를 위한

지침의 적용 또는 방법이 모호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 용도로 사용된 “Table 요소”의

경우 “표” 구성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웹 접근

성 평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데이터 테이블 즉,

“표” 구성을 위한 “Table 요소”가 접근성 평가 포함된

다. WCAG 및 KWCAG 등 접근성 지침을 기반으로

특정 소스코드의 존재 유무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는

자동화 평가도구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table>,

<tr> 및 <td> 등 특정 태그(Tag)만으로 “Table 요

소”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판

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 테이

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Table 요소”에 대한

자동화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

한다.

3.1 Table 요소 관련 지침 및 평가방법

웹 접근성 평가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W3C

의 WCAG이며, 이를 우리나라의 웹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이 KWCAG이다[5,17,21]. 특히 “Table

요소”에 대한 자동화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본 연

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WCAG 및 KWCAG에서

“Table 요소” 관련 지침을 아래 <표 2>에 정리하였

다.

구분 Table 요소 지침

WCAG

G64.

This is one of a series of techniques for locating

content that are sufficient for addressing Success

Criterion 2.4.5. A table of contents provides links

to sections and subsections of the same document.

The information in the document is usually

organized hierarchically, and is intended to be read

sequentially. Just as there could be many books in

a library, each with its own table of contents, a

Web site may contain many documents, each with

its own table of contents.

The table of contents serves two purposes:

•It gives users an overview of the document's

contents and organization.

•It allows readers to go directly to a specific

section of an on-line document.

The table of contents typically includes only major

sections of the document, though in some cases an

expanded table of contents that provides a more

detailed view of a complex document may be

desirable.

The sections of the document could be located on

the same Web page or divided into multiple Web

pages. A table of contents is particularly useful

when a document is divided into multiple Web

page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a table of contents

and other Navigational elements such as a

Navigation Bar or Site Map. A table of contents

provides links to sections of the same document.

Those sections could be located on the same Web

page or spread across multiple Web pages. But

together, they make a complete idea. To better

understand this, consider a hard copy book which

has sections. Each section belongs to the book.

There could be many books in a library. In this

example, the "library" is the entire Web site.

KWCAG

지침 10.

데이터 테이블은 테이블을 구성하는 데이터 셀의 내

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10.1 데이터 테이블은 제목이나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10.2 데이터 테이블은 셀 별로 대응하는 모든 헤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Table 2> Table 요소 관련 지침

아울러 WCAG를 기준으로 제작된 “Bobby”와

KWCAG를 기준으로 제작된 “K-Wah”에서의 “Table

요소”에 대한 평가 알고리즘은 아래의 <표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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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able 요소 평가 알고리즘

Bobby
(WCAG)

K-Wah

(KWCAG)

<Table 3> Table 요소 평가 알고리즘

3.2 Table 요소 평가의 문제점

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WCAG를 기준으

로 적용한 “Bobby”와 KWCAG를 적용한 “K-Wah”모

두 동일한 방법으로 “Table 요소”를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의 자동화평가도구 모두 “Table 요소”를 평

가함에 있어 먼저 “table 태그”가 시작되었는지 확인

한 후, “summary 및 caption의 존재”를 파악한다. 그

리고 “tr 태그”, “th 태그” 및 “td 태그”의 시작과 종료

를 각각 판단하여 “Table 요소”에 대한 접근성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HTML5 및 XHTML 등과 같은 웹 표준기술에서의

“Table 요소”의 사용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표를

구성하는 태그(Tag)의 존재여부를 판별하여 접근성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 접근성 준수”를 고려했을 경우, 단순히

정확한 태그(Tag)의 사용여부만으로는 준수여부의 명

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즉, 태그(Tag)의 정확한 사

용을 포함하여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summary 및 caption”의 경우 데이터 테

이블로 사용된 “표” 개체에 대하여 “요약 내용”과 “표

제목”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속성 및 태그

(Tag)이다. 그러나 레이아웃 용도로 사용된 “Table 요

소”의 경우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요약 내

용”과 “표 제목”의 구성이 없는 것이 타당하나, 위 알

고리즘을 적용했을 경우 “접근성 오류”로 판별하게 된

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th 태그” 역시 데이터 테이블로 활용된

“표”에서 “제목 셀”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태그

(Tag)이다. 따라서 레이아웃 용도로 사용된 “Table 요

소”의 경우 “th 태그”의 사용이 전혀 없어야 타당하지

만, 위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접근성 오류”라고 하는

잘못된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웹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Table 요소”는

데이터 테이블과 레이아웃 테이블 모두 사용될 수 있

으나, 레이아웃 테이블은 “표” 구성을 위한 개체가 아

니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이다.

4. Table 요소 평가의 개선방안 및 검증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Table 요소”는 웹 페이지

에서 콘텐츠가 아닌 레이아웃 구성을 위해 사용할 수

도 있으며, 콘텐츠로서의 데이터 테이블 표현을 위해

사용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접근성 평가를 위해서는 페이지 내

에서 동일한 “table 태그”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더라도,

그 용도(레이아웃 테이블 또는 데이터 테이블)에 따라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1 Table 요소 평가의 개선방안

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WCAG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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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y”와 KWCAG 기반의 “K-Wah” 모두 “Table

요소” 평가에 있어 그 결과의 신뢰성이 낮으며, 비효

율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효율적이며 신뢰성 높은 접근성 평가를 위하

여 “Table 요소” 평가에 대하여 아래의 <표4>와 같은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구분 Table 요소 평가 개선 알고리즘

Bobby
(WCAG)

<Table 4> Table 요소 평가 개선 알고리즘

“Table 요소”에 대한 접근성 평가에 있어 먼저

“summary 및 caption”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여 존재

할 경우 데이터 테이블로 평가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레이아웃 테이블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표” 구성을 목적으로 사용된 “Table 요소”는 “요약

내용 및 표 제목”의 제공은 필수이기 때문에

“summary 및 caption” 속성 및 태그(Tag)가 있을 경

우 데이터 테이블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이다. 데이터 테이블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tr

태그”의 시작과 종료를 판단하고 “th 태그”를 사용한

“제목 셀”의 존재여부를 판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d 태그”를 이용한 데이터 셀의 여부를 판별하여 접

근성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반면, 기존의 알고리즘과는 달리 “summary 및

caption”이 없을 경우, 무조건 접근성 오류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Table 요소”를 레이아웃 테이블로

인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tr 태그”의 시작과 종료를 판단하고, “제목

셀”을 의미하는 “th 태그”가 있을 경우 접근성 오류로

판별하게 된다. 레이아웃 테이블의 경우 “제목 셀”이

없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제목 셀”이 없음을 판

별한 후, 최종적으로 “td 태그”의 시작과 종료를 판별

하여 접근성 오류를 판별하게 된다.

특히 실제 웹 페이지의 개발 및 구현에 있어 페이

지 레이아웃은 “Table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SS를 활용하여 각각의 콘텐츠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Table 요소”를 이용하여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접근성 지침에서 레이아웃 용도로 사용한

“Table 요소”에 대한 오류지정이 없으며, 실제 웹 페

이지의 개발 및 구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접근성 오류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2 Table 요소 평가의 개선방안 검증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Table 요소” 접근성 평

가 알고리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요소”를 사용하여 데이터 테이블과 레이아웃

테이블을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 5개 이상씩 포함하

는 테스트 웹 페이지를 구현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최대 목적이 “Table 요소”에 대한

“타당성 높은 접근성 평가 알고리즘 제시”임을 고려하

여, “Table 요소”의 정확성에 치중하여 테스트 웹 페

이지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테스트 웹 페이지에 대하여 “Bobby,

K-Wah” 및 “개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접근성 평가

를 수행하였으며 아래의 <표 5>에 그 결과를 정리하

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한 개선 알고리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접근성 지침에 의한 평가 역시

함께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구분
Table 요소 사용

데이터 테이블 레이아웃 테이블

WCAG 오류 없음 오류 없음

KWCAG 오류 없음 오류 없음

Bobby 오류 없음 오류

K-Wah 오류 없음 오류

개선

알고리즘
오류 없음 오류 없음

<Table 5> 접근성 평가결과 비교

위의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Table 요소”를

사용하여 구현한 데이터 테이블과 레이아웃 테이블에

대하여 WCAG 및 KWCAG 등의 접근성 지침에 근거

한 접근성 평가는 모두 오류 없음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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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접근성 자동화평가도구인 Bobby와 K-Wah

는 “Table 요소”를 사용한 데이터 테이블의 경우 오

류 없음으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접근성 오류가

없는 레이아웃 테이블은 모두 오류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는 특정 태그(Tag)의 존재 유무만을 가지고 접

근성을 평가하는 자동화평가도구의 특성 때문이라 분

석되었다. 특히 레이아웃 테이블의 경우 “summary 및

caption”과 “th 태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자동화평가도구는 해당 속성 및 태그가 없는 것만으

로 접근성 오류로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알고리즘을 통한

평가에서는 “Table 요소”를 사용한 데이터 테이블 및

레이아웃 테이블 모두 WCAG, KWCAG와 같이 접근

성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화평가도구 및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알고리즘 모두 “summary 및 caption”에 대한 내

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평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는 “summary 및 caption”가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요약 내용과 표 제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데이

터 테이블이 가지는 내용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평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IT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웹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

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에 웹 접근성 기반의 개발,

평가 및 교육 등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자동화평가도구에 대한 신뢰성 및 한계점에 대

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콘텐츠 중 대표적 유형인

“Table 요소”에 대하여 기존 자동화 평가도구의 문제

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접근성 평가 알고리즘을 제

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W3C에서 소개되고 있는 자동화평가도

구의 종류와 근거 지침에 대해 알아보고, “Table 요

소”의 접근성 평가 지침과 방법 등을 파악해 보았다.

아울러 대표적인 자동화 평가도구인 Bobby와 K-Wah

에서 “Table 요소”를 사용한 데이터 테이블과 레이아

웃 테이블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웹 접근성 자동화평가도구는 모두 “Table 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먼저 “table 태그”가 시작되었는지 확

인한 후, “summary 및 caption의 존재”를 파악한다.

그리고 “tr 태그”, “th 태그” 및 “td 태그”의 시작과 종

료를 각각 판단하여 “Table 요소”에 대한 접근성 오

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특정 태그

(Tag)의 존재 여부만을 판별하는 것이지 정확한 접근

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Table 요소”는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 테이블과 레

이아웃 테이블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 용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ummary 및 caption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Table 요소”를 데이터 테이블과 레

이아웃 테이블로 구분하여 접근성 평가를 달리 수행

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Table 요소”를 포함한 테스트 페이

지를 구현하여 WCAG 및 KWCAG 등과 같은 접근성

지침과 자동화평가도구 및 개선 알고리즘을 활용한

접근성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 “summary 및 caption”을 사용해야 하는 데

이터 테이블의 경우 “summary 및 caption”의 정확한

사용과 아울러 “th 태그”를 이용하여 “제목 셀”을 지

정하였는가를 평가하여야 하지만, 레이아웃 테이블의

경우 “summary 및 caption”과 “th 태그”가 전혀 사용

되지 않음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전히 아래와 같은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현존하는 모든 자동화평가도구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데이터 테

이블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summary 및

caption”의 내용이 정확한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사

람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이지

만, 향후 개발되어질 다양한 자동화평가도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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