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표준에 근거한 
웹 사이트 기획 방안

(주)시도우 신현석



인식의 변화

• 사회적으로 웹표준, 접근성에 대한 인식
이 많이 향상 되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제안 요청서에 표준준수
와 접근성 향상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졌음

• 개발자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기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인식의 변화

• 초기에는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했음

• 현재는 논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선택 사
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인식



주요 포털들의 변화



표준 준수 사이트들

•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인천시청,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 배움나라, 빈부격차차
별시정위원회

• GS칼텍스, 현대해상, 비씨파크

• ADOBE, Macromedia, MSN, Yahoo, 
The New York Times, ESPN, IBM, 
Windows Vista, AOL ... ... ...

• csslook.com, cssvault.com, cssbeauty.com ... ... ...



웹 2.0 사이트(들)

• del.icio.us rojo.com 
dropsend.com performancing.com 
blogger.com technorati.com bittorrent.com 
wikipedia.org skype.com feedburner.com 
videobomb.com odeo.com ajaxwhois.com digg.com 
megite.com wordpress.com meebo.com rollyo.com 
feedster.com ourmedia.org sixapart.com chatsum.com 
campfirenow.com gravatar.com wikimatrix.org newsvine.com 
riffs.com mozdev.org measuremap.com tadalist.com dailymotion.com ...



기술 이면의 웹표준



기술적인 이슈

• XHTML, CSS, DOM, ECMA

• Validation, XML, AJAX, Web 
Service, API ...

• 웹표준 자체는 기술적인 이슈사항임



기술 이면의 모습

• 구조와 표현의 분리

• 접근성의 향상

• 의미에 맞는 웹

• 기술의 강조 만으로는 올바른 모습의 웹
을 구현 할 수 없음



표준

• 평균적인 수준을 지칭

• 보통 순작용을 하는 수준을 가리킴

• De Facto ,De Jure : 사실, 공인표준

• 표준 준수는 상호 운영성을 향상시킴

• 표준은 공공의 이익과 소수의 존중 위에
서 제정되어야 함



웹의 발명

The Inventor of the Web
Tim Berners-Lee



정보의 연결

• 하이퍼 텍스트 개념

• 정보의 공유, 연결

• 서로의 지식을 공개, 공유

• 문화 생산의 도구



현재의 웹

• 웹은 발전하였지만 정보 공유의 목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 90을 위한 웹에서 100을 위한 웹

• 10의 노력으로 100의 효과

• 플랫폼으로서의 웹



웹표준 적용에 따른 
재미있는 일들



개발, 운영의 효율

• 이해하기 쉬운 코드

• 체계적인 사이트 구조

• 테스트 비용의 감소

• 회선비용의 절감 (?)

• 단점 : 초기비용



가변적인 디자인

csszengarden.com



스타일 변경

msn.com



레이아웃 변경

www.netvibes.com



기기 독립성

hyeonseok.com



어떠한 사이트가 
웹표준 사이트 인가



정보 접근성 보장

• 시각장애인

• 스크린 리더

• 대체 텍스트

• 공공기관

• 접근성 지침



접근성

•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가능성

• 신체적 장애 외에 일반인도 주어진 환경
에 따라서 접근성 장애를 겪을 수 있음



W3C 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 웹접근성, 기기접근성, 저작도구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성 보장을 권
고하는 W3C 산하기관

• 웹표준의 주요 내용인 (X)HTML, CSS
등은 WAI의 검증을 거쳐서 배포

• 표준을 지키면 접근성이 향상됨



텍스트

• 다른 형태의 정보로 가공이 용이함

• 정보의 저장과 배포가 용이함

• 기계가 가장 쉽게 인식 할 수 있음



다양한 환경

• 사용자의 다양성 인식

• 다양한 기기 vs. 화면에만 의존한 디자인

• 다양한 브라우져 vs. 하나의 브라우져

• 다양한 운영체제 vs. OS 종속적인 기술



핵심 정보 제공

•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기능을 제공할 필
요는 없음

• 사용자가 원하는 핵심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이 상이하게 다를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대체 기능을 제공



웹표준으로 향하는 길



표준 기술의 검증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 W3C CSS Validator

• RDF Validator, Feed Validator

• Link Checker
• HTML Tidy

• FireBug



Mozilla Firefox



사용자

• 사용자를 귀찮게 하지 말 것

• 사용자에게 정보를 강요 말 것

• 사용자에게 권한을 넘길 것

• "편리한 기능"의 한계를 극복

• 사용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줄 것



회원정보

• 필수 입력 사항

• 주민 등록 번호

• 전화 번호 필드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불필요한 정보

• 개발비용의 증가

• 데이터 처리의 비용 증가

• 사용자로 부터의 반감

• 회원정보가 사이트의 역량이었던 때의 구
시대 적인 행태

• The Simple is The Best.



정보의 논리적인 구성

• 문서 구조에 맞게 컨텐츠를 구성

• 숨은 자료(meta data)를 마크업 언어
(XHTML)로 표현

• 디자인은 CSS로 표현

• 텍스트 환경에 대한 배려로 접근성 향상

• Search Engine Optim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