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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성 (Accessbility) 개요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을 가리키며,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 개발,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이 정보와 기능을 동등

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1.  (웹)접근성에 대한 정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

(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Robust)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WAI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산하로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표준(WCAG) 및 RIA에 관한 

접근성 가이드라인(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WAI-ARIA)을 제안. 

 WCAG 2.0은 특정한 언어나 개발도구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기존의 HTML 환경 뿐 아니라 RIA 기술을 이용한 

Web Application 콘텐츠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W3C의 정책에 따라 RIA 개발 도구와 관련

한 특정 제품(예를 들면 Mozilla의 XUL, Adobe의 Flash, Microsoft의 Silverlight)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고 있다. 

 W3C에서 RIA 콘텐츠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WAI-ARIA를 제안하고 보완을 거쳐 W3C 표준으

로 채택. 현재 국내는 명확한 표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1.2.  또 하나의 웹 접근성 표준, WAI-ARIA 

WAI-ARIA는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의 줄임말로서, 

W3C에서 권고하는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또는 Ajax에 대한 웹 접근성 표준을 뜻한다. 가장 최

신 버전의 권고안은 http://www.w3.org/TR/wai-ari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3.org/TR/wai-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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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ARIA는 Tag 중심이 아닌, 역할 중심의 Mark-up을 사용하며 기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부족한 RIA 또는 Ajax를 이용한 동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구체

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WAI-ARIA를 통해서 그리드 및 차트 등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객체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

고, 이를 브라우저나 스크린 리더 등의 보조 기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로 할용된다. 

사용자는 WAI-ARIA를 이용하여 컴포넌트에 대한 역할, 속성, 상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역할(Roles) : 유저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특정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을 하지는 정의 

 속성(Properties) :  해당 콤포넌트가 갖고 있는 속성을 정의 

 상태정보(State Information) : 해당 컴포넌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의 

 현재 국내에서 웹접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만 충실하게 따른면 

된다. 

WAI-ARIA 권고안 자체도 최신 브라우저에서만 완벽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구버전의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항목만 지원되고 있다.  

 

1.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규격을 포함하며,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사용되어온 정보통신 단체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과 이를 바

탕으로 제정된 국가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인 W3C의 

WCAG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다. 

 

1.3.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의 4개의 원칙을 기준

으로 13가지 지침 22항목에 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Principle)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 

- 대체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명료성의 3가지 지침으로 구성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키보드 접근성, 충분한 시간,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한다. 

-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도움 4가지 지침으로 구성 

 견고성(Robust) 

현재 개발된 보조 기술로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웹 콘텐츠는 가용한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접

근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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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준수,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2가지 지침으로 구성 

 

 

1.3.2.  장애유형 및 대체 수단 

응용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Project의 필요 정보인 Objects, Services, Update의 정보를 관리한다.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보드만으로 콘텐츠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는 보조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콘텐츠 구성 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맹  

 전맹은 시각을 전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키보드에 의한 기능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시각적 정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텍스트를 제공하여 인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TTS(Text to Speech)를 이용하여 음성을 지원해야 하며, Screen Reader 제품은 TTS를 이용하

여 음성을 출력하는 보조 기술을 사용한다. 

 

 저시력자 

 저시력자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병행하여 사용은 가능하나, 마우스의 활용은 제약적으로 이용된다. 

 시각적 정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텍스트를 제공하여 인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화면확대 기능(프로그램), Screen Reader 제품을 병행하여 사용 

 

 색각이상  

 색각이상자는 마우스, 키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색상에 대하여 구별이 불가능하다. 

 웹 콘텐츠를 개발할 때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판독이 가능하

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흑백 출력 시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색상 적용 시 고대비(명암)로 구별, 패턴 또는 문자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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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PLATFORM의 접근성 지원 
XPLATFORM 9.2는 MSAA를 이용한 접근성을 지원하며, 하기 그림은 XPATFORM에서 접근성이 처리되는 방식

을 표현한다. 

 

 MSAA(Microsoft Active Accessibility) : Microsoft에서 지원하는 접근성 기능 

 TTS : Text to Speech  

 

 
 

2.1.  Accessibility 활성화 

XPLATFORMD에서 Accessibility를 활성화 처리는 Application, ADL의 enableaccessibility 속성을 true

로 설정하면 접근성 기능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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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ADL) 설정  

 Enableaccessibility = true.  

 Application의 접근성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true일 경우 동작함. Default=false 

 Script에서 변경 시 application으로 접근이 가능한다. 

Ex) application.enameaccessibility = true/false 

 Accessibilitytype = IAX.  

 Interface Accessible 지원 타입을 설정 

IA : Interface Accessible 1 지원 

IAX : XPLATFORM과 Sense Reader를 최적화 

 

 enableaccessibility 속성이 true 일 경우  

 화면이 실행될 때 Output 출력은 focus를 가지는 Object의 접근성 정보를 출력한다.  

 단, 복합 Component인 Grid의 경우처럼 내부에서 tab 이동이 가능한 정보는 출력하지 않는다. 

Grid의 cell 이동에 따른 정보는 Output에서 확인이 불가능 함. 

 

 

 

2.2.  Accessibility Property/Method 

XPLATFORM에서 제공하는 모든 Component는 대체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Property와 해당 속성을 변경 

후 임의의 값을 읽을 수 있는 Method를 제공한다. 

 

2.2.1.  Accessibility Property 

XPLATFORM에서 제공하는 모든 Component는 대체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Accessibility 속성을 제공한다. 

Accessibility 속성에는 enable, label, description, desclevel의 하위 속성을 가지고 있다. 

 

 enable  

 해당 Component에 대한 Accessibility 활성화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false일 경우 대체텍스트를 

음성 출력 하지 않는다.  

 true/false, default=true 

 

 label 

 음성 출력할 대체텍스트를 설정한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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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텍스트의 상세 정보 설정을 위한 속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desclevel 

 none : 음성출력을 제공하지 않음. 

 self : 해당 Component의 음성출력을 처리하지만, Child Object는 제공하지 않음. 

 child : Form type의 Component의 포함된 child object의 접근성만 처리. 

 all : self와 child를 지원. 

 

2.2.2.  Accessibility Method 

Accessibility의 Property를 변경한 후 접근성 인터페이스를 실행하는 기능으로 특정 메시지를 Script에

서 강제로 음성 출력 시 사용한다. 

 

 사용 방법 : 특정 Component의 Accessibility.label에 값을 설정 후 apply() Method를 호출하면 

label에 설정된 값을 음성 출력할 수 있다.  

Ex) Static0.style.accessibility.label = ‚접근성 테스트‛; 

    Static0.style.accessibility.apply() : [접근성 테스트]  - 음성 출력됨. 

 

 사용 예시 

 Transaction 호출 시 해당 Service가 완료된 후 사용자에게 처리 정보 전달에 사용. 

 Grid가 Focus를 가질 경우 해당 Grid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 

 특정 결과를 Script에서 가공하여 제공할 경우 사용. 

 기타 사용자에게 상세 정보를 추가적 또는 보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사용. 

 

2.3.  Object의 label 설정 

Accessibility를 활성화할 경우 해당 Object에 mouseover 또는 focus 시 Object에 설정된 정보를 자동으

로 읽어주고 있다. 

Object의 name(label)을 설정하는 방법은 text/value, tooltiptext, accessibility.label, description

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출력되는 값이 다르게 표현된다. 

 MSAA의 기본 Interface : Name, value, description추가적으로 state, role이 있다. 

 

2.3.1.  텍스트 음성출력 시 우선 순위 

Object에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속성은 text(value), tooltiptext, accessiblity가 있으며, 각 속성

별 text 설정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읽혀지는 내용이 다르게 출력된다. 

 

 우선순위 순서.  

 accessibility description > accessibility label > tooltiptext > text(value). 

 description 항목은 향후 추가 정보 설정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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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Button01.text = ‚조회‛, Button01.tooltiptext = ‚기준정보 조회‛ 일 경우  

    [기준정보 조회]를 음성 출력한다. 

 

2.3.2.  Object의 label 설정 방법 

실행중인 화면의 특정 Object가 focus를 가질 경우 해당 Object의 정보는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음성 출

력이 되며, label(name)에 대한 값은 text 입력 또는 Static object를 연결하여 설정할 수 있다. 

 

 Object label 설정  

 Object 연결  

 Application의 접근성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true일 경우 동작함. Default=false 

 

 

 

 적용 대상이 div나 tabpage의 url로 연결된 경우 label에 대한 기준은 해당 form의 구성된 경

로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Text 입력 

 label 항목에 직접 Text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title에 두개 이상의 Object가 나누어 져 

있을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과 같이 프로젝트 투입에 대한 label을 두 개의 Object에 적용할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lable을 ‚프로젝트 투입일‛과 ‚프로젝트 종료일‛로 직접 입력하면 된다. 

 

 

 

2.4.  Object의 음성 출력 

Object가 focus를 가질 경우 음성 출력은 기본적으로 label + value(text) + Role(type) 순으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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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Object의 종류(type)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Label + value(text) + Role(type) 

 편집(input, select) 가능한 Object에 대한 대부분의 표현형식이며, 상태(readonly)에 대한 정보

를 같이 음성 출력을 한다. 

 readonly 속성이 true인 Edit인 경우 읽기전용 편집창으로 표현. 

Ex) label – 이름, value – 홍길동 : [이름 홍길동 읽기전용 편집창]. 

 

 상태(checked) + text(label) + Role(type) 

 선택/해제를 표현하는 Object에 대한 표현으로 Checkbox, Radio의 정보를 표현한다. 

두개의 Object에 대한 accessibility.label에 대한 속성은 설정하지 않으나, Checkbox의 경우 체

크에 대한 text를 정의하지 않을 경우 accessibility.lable를 설정하여 text(label)를 표현한다. 

 Radio의 경우 Item간 이동은 좌/우 방향키로 선택하며, Index와 같이 text를 표현.  

 Checkbox에서 선택과 해제는 space 키로 동작한다. 

 

 text + Role(type) 

 Button Object에 대한 표현이며, Role은 text(text, tooltiptext, accessibility.lable 속성 )에 

정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Text로 Button을 표현할 경우 tooltiptext, accessibility.lable을 설정하지 않는다. 

 Button이 Image로 표현할 경우 text는 tooltiptext, accessibility.lable에 설정한다. 

 

 text(text, tooltiptext, accessibility label)  

 Imageviewer Object는 focus를 가지는 Static type으로 Role(type)를 표현하지 않으며 설정된 

text만 음성 출력한다. 

 Image로 표현할 경우 해당 대체텍스트(tooltiptext:web-alt처리, accessibility.label)로 해

당 Image를 의미나 용도를 표현한다. 

 단순 텍스트로 표현할 경우 text에 값을 설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 화면에 보여지는 기본적인 정보를 표현할 경우 Imageviewer에 text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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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PLATFORM 기능 및 고려사항 
Accessibility 적용 시 XPLATFORM에서 설정되어야 하는 Component별 속성 및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을 미리 파악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재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3.1.  Accessibility 적용을 위한 속성 설정 

 

3.1.1.  keydown event 처리 

Accessibility은 보조 장치 또는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 화면에 보이는 Object 접근 또는 Event 호출이 

가능해야 한다. 

 

 Button을 제외한 Component는 마우스의 클릭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키보드로 접근 시 keydown/keyup 

event에서 마우스 클릭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 tree menu에서 oncellclick event에서 화면 open 함수를 정의할 경우 키보드에서 동작하지 않음. 

Keydown/keyup event에서 oncellclick event를 호출할 경우 argument로 설정된 eventinfo의 정보

가 틀리므로 확인 및 테스트 필요하다. 

 

3.1.2.  Tree(Grid) 

Accessibility 적용 시 Tree(Grid)는 키보드에 의해 동작을 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좌/우 방향키에 의

해 Parent Row의 상태를 변경(expand/collapse)할 수 있어야 한다. 

 

 Treeuseexpandkey 속성 true 설정(default : false).  

 treeuseexpandkey가 true일 경우Cell 이동은 Tab/Shift Tab 사용 

 left(닫힘:collapse) / right(열림/expand) 방향키에 의해 상태 변경과 선택된 Row의 level를 같

이 음성 출력하여 위치에 대한 정보와 상태를 표현한다. 

 

3.1.3.  Grid 

Dataset을 표현하는 Grid는 복합 Component로 많은 속성과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 Accessibility 적용 시 

Property나 Objects(Band, Cell)에 대한 표현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selecttype = cell.  

 Grid에 선택된 Row에 대한 접근을 각 Cell별로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설정. 

 selecttype이 row일 경우 포커스를 가지는 Row Position의 데이터는 한번에 음성 출력이 되며, 사

용자는 각 cell별로 접근이 불가능 하다. 

 

 usecontrolkey (default : true).  

Grid에서 Ctrl + 방향키 조합에 대한 사용 유무를 설정하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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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d에서 특정 Cell 이동이나 처리를 위해 Script의 keydown Event에서 처리를 원할 경우 해당 속

성을 false로 설정하여야 한다.  

true인 상태에서 Script 작성 시 Grid의 자체 이동 기능과 Script 처리로 두번이 발생한다. 

 

 edittype 설정. 

Grid에서의 Tab 키에 의한 이동은 편집가능한 Cell 단위로 이동되며 ‚none‛인 경우 방향키에 의해 

이동할수 있다. 이럴 경우 사용자의 판단과 사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므로 Accessibility를 적용 시 

편집(edit) 대상이 아닌 cell의 type은 ‚readonly‛로 설정해야 한다.  

 edittype을 readonly 설정으로 화면의 다른 Object와 동일하게 Tab Key로 Cell간 이동이 가능하다.  

 

 틀고정(Objects > Column의 band 설정).  

편집 가능한 Cell(연락처)에서 입력 시 해당 Cell의 Row에 해당하는 기준 정보(성명)를 같이 음성 출

력하여 사용자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 

 

 Grid에서 band를 ‚left‛로 설정한 Cell은 편집 가능한 Cell이 focus를 가질 경우 정보를 같이 

표현한다. 그림에서 틀고정은 [성명]에 적용. 

 Grid 구성에서 다수의 Column이 ‚left‛로 틀고정이 이루어 질 경우 틀고정 설정된 모든 Column

은 편집 가능한 Cell이 focus를 가질 때 다 표현하므로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pr (cell) – 기준 Column을 같이 음성 출력 처리.  

 틀고정 적용과 같이 특정 Column의 정보를 같이 음성 출력할 경우 표현식(Expr)으로 적용할 수 있

다.  

 ‚연락처‛ 편집 시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와 조합된 표현으로 사용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성명‛ Column(name)을 같이 음성 출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controlaccessibility의 표현식을 하기와 같이 조합할 Column Id를 정의하여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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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band) accessibility 설정.  

 Grid cell의 displaytype에 대한 접근성은 accessibility 속성에 정의하며, edittype에 대한 정

의는 controlaccessibility에서 표현한다. 

 편집(edit) 가능한 Cell은 controlaccessibility 속성을, 단순 view로 활용할 경우 

accessibility 속성을 설정한다. 

 

 

 

 head text 설정.  

 Grid head가 다중일 경우 body의 연락처 Cell이 focus를 가질 경우 음성 출력은 head에 정의된 

text 전체(직원 상세 정보 연락처)를 label로 표현한다. 

 

 그림에서 [직원 상세정보] head text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해당 Celld의 accessibility/ 

enable을 false 처리 또는 lable을 ‚‛으로 적용하면  해당 Cell의 text를 표현하지 않는다. 

 head의 [아이디] 항목을 [사번]으로 변경하여 음성 출력할 경우 accessibility의 lable을 대체

하여 표현할 수 있다. 

 

 

3.1.4.  Tab(focusacceptable) 

Tab Component에 focus를 설정할 수 있는 속성으로 Tab button이 focus를 가질 경우 focusborder가 생기

고 방향키로 tabpage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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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acceptable = true (default : false).  

 false일 경우 Tab이 focus를 가질 경우 Active된 tabpage의 첫번째 taborder로 정의된 object가 

Focus를 가진다.  

 true인 경우 tab button이 focus가 표시되며 음성 출력은 [tabpage text + tabpage Index + 

tabpage count]로 표현한다. 

 

 

3.1.5.  Button – hotkey 설정 

화면에서 focus 위치에 관계없이 조회나 저장등 Button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Hotkey를 정

의할 수 있다. 

 

 hotkey.  

 기능키(Ctrl, Alt, Shift) + 문자 키 조합으로 설정할 수 있다. 

 hotkey 적용 시 키 정의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고, 교육 또는 가이드에 명시되어야 한다. 

 화면이 Tabpage별로 동일한 Button 또는 두개 이상의 Button이 존재할 경우 함수에서 분기 처리를 

하거나 하나의 Button에 hotkey를 설정해야 한다. 

동일한 hotkey가 사용될 경우 Script에 마지막에 정의된 event 함수를 호출한다. 

 

 

3.2.  Accessibility 적용 시 고려사항 

 

3.2.1.  taborder 설정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Object에 대해서는 taborder로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static 제외), 업무 구성이

나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3.2.2.  Form Title 

화면 제목도 사용자가 접근하여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Focus를 가질 수 있는 Object로 설정을 하여야 

한다. 

 

 

3.2.3.  모든 정보 접근 가능 처리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항목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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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편집 시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장애를 가진 사용자도 

인식할 수 있도록 focus를 가질 수 있는 object로 구성해야 한다. 

 Static은 focus를 가질 수 없으므로 Imageviewer 또는 Edit, Textarea를 readonly 속성을 설정하

여 변경되어야 한다. 

 

 

 편집 불가능 데이터를 표현할 경우 Static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Edit 또는 Textarea로 readonly 

속성으로 Static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사용한다. 

 css에서 Edit/Textarea에 readonly 속성을 가진 class를 구성하여 제공되도록 가이드가 필요함 . 

 

 

3.2.4.  enable 속성 제거 

화면에 보여지는 object를 조건에 따라 편집이 불가능 하도록 처리할 경우 enable=false를 사용하는 속

성 설정 및 Script 처리는 Focus를 가질 수 없으므로 readonly 속성을 적용한다.  

 

 

3.2.5.  미사용 Object는 처리 

Object를 중첩으로 사용 시 Z-order 뒤에 있는 Component는 앞쪽에 있는 Component로 가려져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 방법은 taborder로 Focus 이동 시 접근이 가능하므로 조건에 시각에서 보여지지 않는 

항목은 visible=false로 처리 한다 .  

 

 

3.2.6.  필수 입력항목 구분 

데이터 조회 또는 저장 시 필수 입력 항목에 대한 표현은 텍스트의 색으로 구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

수문자 또는 패턴으로 구별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Color로 구분할 경우 색맹, 색각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기호나 패턴으로 구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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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화면에 대한 접근성 적용은 흑백 프린트로 출력하였을 때 구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2.7.  Popup 호출(Modal) 

접근성 적용 시 Popup 화면 호출은 Modal(Dialog)로 호출하도록 한다. 

 

 Popup을 Medelless로 호출할 경우 중복으로 여러 개 생성될 수 있고 화면 전환으로 사용자에게 예상

치 않은 결과를 줄수 있으므로 제어권을 가지는 Modal을 사용한다. 

 Modal의 경우 화면을 닫기 전까지 화면을 벗어날 수 없으르모 화면 전환이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Return이 없는 Modelless인 경우 화면 종료 후 Focus 처리가 불가능 하다. 

 

 

3.2.8.  Return 후 Focus 처리 

호출된 Popup(Dialog) 화면의 종료 후 return 결과 처리 후 Focus 처리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 

 Popup 화면 종료 후 Focus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 창의 Focus는 return 결과에 따라 접근한 

Object가 가지므로 현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리한다. 

  

  

3.2.9.  강제 Focus 지양 

특정 위치에서 Script에서 focus를 강제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자는 위치를 잃어 버려 혼돈을 줄 수 있으

므로 사용자가 예상치 못하는 Jumpping 처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3.2.10.  메시지 처리 후 focus 

화면에서 경고(alert) 또는 선택(confirm) 호출 후 Focus는 사용자가 인지된 곳으로 설정한다. 

 

 alert 

검색 조건 또는 데이터 저장 시 입려된 값에 대한 Validation 처리 후 Focus 위치는 명시된 곳으로 

보내 사용자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confirm 

저장 여부 확인 등 프로세스 결과에 따라 focus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한다.  

 가능한 마지막에 실행된 Object에 focus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3.2.11.  Form Load 시 Service 호출 

Form load 시 코드(공통 포함) 호출 시 callback function에서 화면의 첫 Object(Title)가 Focus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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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3.2.12.  조회 후 Focus 처리 

조회 시 Transaction 호출 후 callback function에가 가능한 [조회] 버튼이 Focus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Transaction 호출 후 공통 callback function에서 결과를 음성 출력으로 사용자에게 인지시킨 후 

Focus는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위치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3.2.13.  공통 메시지(음성출력) 처리 

Apply() method를 사용하여 강제 음성 출력 처리로 화면의 정보나 기타 상태를 표현하는 함수를 제공하

여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자가 화면 단위로 반영할 경우 object를 화면 단위 생성 및 script 오류 시 화면 단위로 재검토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존재한다.  

 

 

 

 MDI로 처리 될 경우 항상 Load되어 있는 Frame에 메시지 처리용 Static에 접근하여 처리 할 수 있

으며, Quick view에서 Static은 form load의 공통함수에서 Static을 생성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3.2.14.  Edit focus 시 caret 처리 

Edit와 Textarea는 focus를 가질 경우 caret 위치는 마지막에 접근했던 곳으로 cursor가 이동하게 되며, 

Textarea는 입력된 전체 값을 읽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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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 load 시 공통함수에서 Edit와 Textarea Object를 추출하여 onsetfocus Evnet를 설정하여 caret 

위치를 0으로 변경하여 처리 가능하다. 

 좌/우 방향키 : caret 위치에 따른 한문자씩 음성 출력. 

 멀티 라인 편집창일 경우 – 상/하 방향키 : cursor가 위치한 Row 단위로 음성 출력. 

 

 

3.2.15.  Grid focus 시 정보 출력 

Grid가 Focus를 가질 경우 첫 Row에 해당하는 첫번째 Column의 정보를 리딩한다. Grid의 accessibility

의 label에 Grid의 정보를 설정하여도 현 상태에서는 표현이 불가능 하다. 

 

 Form load 시 공통함수에서 Grid의 onsetfocus Event를 동적 생성하여 Grid가 Focus를 가질 경우 

Grid의 label과 첫번째 Position의 정보를 같이 표현하도록 처리한다. 

 

 

3.2.16.  Grid Cell의 마지막열 표시 

Grid의 Cell 이동 시 첫 Row의 첫 Column에서 마지막 Row 마지막 Column으로 순환 이동한다. 시각 장애

인인 경우 다수의 Row가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Row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접근중인 Row 데이터

데 마지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 Cell의 edittype = none인 경우.  

head band의 accessibility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마지막 Cell의 edittype = edit인 경우.  

body band의 controlaccessibility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마지막 Cell의 edittype = textarea인 경우 사용자에게 Multi-line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도 있다.  

Ex) [비고 멀티라인 마지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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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Frame 간 이동 처리 

각 Frame에서의 Tab 이동 시 그 영역에서 순환으로 동작을 하며, 다른 Frame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

이다. Application에서 hot key로 Frame간 이동은 가능하지만 키 정보에 대한 가이드가 쉽지 않다. 

 

 Frame간 순환 처리를 위해서는 Frame 화면의 마지막 taborder를 가지는 Object가 focus를 가질 때 다

음 Frame의 첫번째 Object로 focus를 가지도록 Script로 처리할 수 있다. 

 

  

3.2.18.  화면 확대/축소 기능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의 확대/축소 기능은 제공되어야 한다. 

 

 

 

 

3.2.19.  외부 모듈 연동 

외부 모듈(Report, Chart) 연동 시 외부 모듈은 Focus를 가질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외부 모듈이 Focus를 가질 경우 다시 XP Object로 Focus 전환에 대한 event나 method가 제공되고 있

지 않으며, 먼저 외부 모듈이 접근성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이 필요한다. 

 외부 모듈 사용 시 디자인은 Division내 포함 시켜 Focus 진입이 안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Div의 accessibility.enable = false 처리. 

 Report, Chart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은 파일 Export 처리로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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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메뉴 처리 

Top Frame에서 메뉴 구성 시 최상위 메뉴 선택에 따른 서브메뉴를 동적으로 구성할 경우 Focus 설정에 

제약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