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들어가기 전에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서비스
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공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전자정부 웹사이
트의 UI·UX에 대한 설계 원칙,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 품질 진단서(품질 점검표, 품질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작업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작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내용을 빠르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UI·UX를 분석․설계할 때,
구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유형과 특성을 확인한 후, “설계 가이
드”에서 해당하는 UI패턴 유형(공통 패턴 22개, 특화 9개) 별 사용성(134개)
및 접근성(44개) 체크리스트, 적용 예시를 참조하여 분석·설계합니다. 웹사이
트 설계의 방향성은 “설계 원칙”에서, 구체적인 점검사항과 행동방안은 “설
계 기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UI·UX 설계 원칙 ․

011p

UI·UX 설계 기준 ․

018p

UI·UX 설계 가이드 ․

027p

사업 발주서를 작성할 때,
사업 참여자들은 설계 원칙이 담고 있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자경험 설계의 목적,
방향성, 기대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설계 원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UI·UX 설계 원칙 ․

011p

UI·UX 설계 기준 ․

018p

UI·UX 품질을 점검할 때,
품질 점검표(필수 74개 항목, 권장 60개 항목)에 기반하여 UI·UX 관점에서
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개선 지점을 확인하고, 설계 가이드의 해당항목을 참
조하여 개선합니다.
UI·UX 설계 가이드 ․

027p

UI·UX 품질 점검표 ․

127p

사용성과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할 때,
유용성, 효율성 등의 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품질 평가표(26개 항목)를 활
용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고 설계
기준의 해당항목을 참고하여 개선합니다.
UI·UX 설계 기준 ․

018p

UI·UX 품질 평가표 ․

1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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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1장 개요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 웹사이
트 개발 시 적용해야 할 사용자경험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사용자
경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경험
설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사용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구성

본 가이드라인은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UI·UX 설계 원칙, UI·UX 설계 기준, UI·UX 설계
가이드, UI·UX 품질 진단서로 구성되어 있다.
UI·UX 설계 원칙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구축 시 사용자경험 설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
해해야 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자경험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
UI·UX 설계 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사용자경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
스에 맞는 사용자경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UI·UX 설계 가이드는 내비게이션(메인메뉴, 서브메뉴 등), 검색(통합검색, 상세검색 등),
콘텐츠(목록보기, 콘텐츠 작성/업로드 등) 등과 같은 주요 UI 설계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에 적합한 고려사항, 제약사항, 권장사항을 제공한다.
UI·UX 품질 진단서는 설계/개발이 완료된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해, 사용자경험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들이 잘 준수되어 설계/개발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UI·UX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2. 적용방법

본 가이드라인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자의 사용경험 향상을 위해 적용해야 할 기본사
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운영 및 개발자는 다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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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험 적용 가이드와 세부 방안을 숙지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발주자: 발주단계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UI·UX 설계를 위한 요건 정의 시 참
조하며, 이후 결과물에 대한 검수 시에 참조
◯ 개발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UI·UX 설계,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 참조
◯ 운영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상시적인 UI·UX 개선사항 도출 시에 참조

구분
UI·UX
설계 원칙

발주자
Ÿ 발주 시 요구사항에

운영자

Ÿ 관련된 모든 팀원에 대해 내부 교육 시 활용

포함
Ÿ 발주 시 요구사항에
포함

UI·UX
설계 기준

개발자

Ÿ 프로젝트 방향성 수립

Ÿ 프로젝트 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
Ÿ 핵심질문, 해야 할 일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항목에 포함

단계의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
Ÿ 프로젝트 UI설계
UI·UX

단계의 요구사항에

설계

포함

가이드

Ÿ UI설계 승인 단계에서

Ÿ 프로젝트 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
Ÿ UI설계 단계에서 내부
지침으로 활용

Ÿ 프로젝트 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
Ÿ 상시적인 개선사항
도출에 활용

검수 리스트로 활용
Ÿ 자체적인 검수 및 진단
UI·UX
품질
진단서

기준으로 사용
Ÿ 전문가의 외부평가,
일반인의 만족도 조사 등
설문의 기준으로 활용

Ÿ 단위테스트,

Ÿ 월간, 분기 등

통합테스트 등의

정기적인 품질

단계에서 주요 테스트

모니터링에 활용

항목으로 활용

Ÿ 상시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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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프로세스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UI·UX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의 설계 및 구현, 진단 및 개선 두
가지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는 UI·UX 설계 원칙,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 모두를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진단 및 개선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품질 진단서 하위의 품질 점검표, 품질 평가표를
활용한 평가 결과에 기반하되, 상세 개선 과정에서 설계 원칙, 설계 기준 및 설계 가이드
를 참조하면 된다. 품질 진단서를 활용한 진단과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개선 과정을 지속
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위의 적용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아래의 그림에 도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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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용 방법
◯ 착수단계: UI·UX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구사항에 포함하고,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해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한다.
◯ 개발․구축 단계: UI·UX 가이드라인의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웹사이트의 UI·UX를 설계한다.
‒

UI·UX 설계 기준의 ‘핵심 질문’ 중심으로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주요 산출물 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UI·UX 설계 가이드 전체 항목 중에서 해당 웹사이트 유형에 적합한 패턴을 선별하여
UI·UX 설계에 적용하면 된다.

◯ 검사 단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의 단계에서 주요 검사 항목으로 포함하여
UI·UX의 품질을 검사한다.
‒

UI·UX 품질 점검표를 이용하여 전체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검사하여 미흡한 항
목을 중심으로 웹사이트를 개선한다.

‒

UI·UX 품질 평가표를 이용하여 UI·UX의 품질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사전조사
를 실시하여 부족한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적용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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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법령/예규/지침/가이드

소관부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제4장 개발·구축

행정안전부

제5장 운영 방안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개정 2017. 8. 8. 행정안전부예규
제5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개정 2014. 1. 21.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6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제50조(표준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59조(표준화)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5369호, 2018. 2. 21.)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저작권법(법률 제 제15823호, 2018. 10. 16.)
문화체육관광부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 2017. 12. 29. 제2017-26호)
제4조(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행정안전부

제7조(모바일 서비스 호환성 확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제
2017-7호, 2017. 8. 24)
제17조(웹사이트 인식의 용이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8조(웹사이트 운용의 용이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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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규/지침/가이드

소관부처

제19조(웹사이트 이해의 용이성)
제20조(웹사이트 견고성)
제21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식의 용이성)
제22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용의 용이성)
제23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해의 용이성)
제24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견고성)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2016-35호, 2016. 3. 29)
제17조(웹사이트 인식의 용이성)
미래창조과학부
제18조(웹사이트 운용의 용이성)
제19조(웹사이트 이해의 용이성)
제20조(웹사이트 견고성)

4. 용어의 정의

◯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
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 “사용자경험(UX)”이란 User eXperience의 약자로,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이다. 단순
히 기능이나 절차상의 만족뿐만 아니라 지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사용자가 참여,
사용, 관찰하고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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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인터페이스(UI)”란 User Interface의 약자로,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와
전자정부서비스 웹, 모바일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말한다.
◯ “웹(Web) 표준”이란 월드 와이드 웹의 측면을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표준이나
다른 기술 규격을 말한다.
◯ “웹(Web)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
◯ “웹(Web) 접근성”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 “인터페이스(Interface)”란 사물 간 또는 사물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
록 일시적 혹은 영속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가상적 매개체를 의
미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웹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성(Usability)”이란 쌍방향 제품(Interactive product)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
자가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는지, 목적을 가능한 편리하게 수행하였는지,
전반적인 사용 만족도는 어떠한지와 같은 요소들로 측정될 수 있는 복합적인 이
용편의성을 의미한다.
◯ “사용자 여정 지도(User journey map)”란 사용자의 서비스 또는 제품 사용과정
을 지도화하여, 사용자의 행동·감정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가시화한 지도 또는
그래프를 말한다.
◯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란 정보(Information)와 그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복잡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 정리하여 차트, 그래프,
아이콘, 그래픽스,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한 것을 말한다.
◯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란 고객, 사용자 등의 대상에게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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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특정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를 반영한 심적 표상을 말한다.
◯ “공개 인증(Open Authorization, OAuth)”이란 Open Authorization의 약자로, 인
터넷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공개 API(Open API)로 구현된
표준 인증을 말한다. 공개 인증을 활용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기기
(PC,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매시업(Mashup) 서비스나
SN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 “내비게이션(Navigation)”이란 하이퍼링크를 따라 웹 공간의 정보를 요청하고 받
아오는 웹 브라우징 행위를 의미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웹사이트를 탐색하기
위한 도구를 말한다.
◯ “유틸리티 메뉴(Utility navigation)”란 연락처, 구독, 저장, 로그인, 공유, 보기 변
경, 인쇄와 같은 보조 작업 및 도구로 구성된 메뉴를 말한다.
◯ “아코디언(Accordion)”이란 제한된 공간에 정보를 표현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
보만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접을 수 있는 내용 패널을 말한다.
◯ “플레이스홀더(Placeholder)”란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입력 필드에 제공되는 간략한 텍스트 도움말을 말한다.
◯ “페이지네이션(Pagination)”이란 여러 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콘텐츠를 빠
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페이지 링크들을 정렬 해놓은 이동 도구를 말한다.
◯ “필터링(Filtering)”이란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원하는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 “세션(Session)”이란 사용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통신을 위한 논리적 연결이 유
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 “입력폼(Input form)”이란 다양한 입력 필드로 구성되어, 사용자가 웹서버로 전
송할 정보를 입력 할 수있는 웹문서의 일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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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필드(Input field)”란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하는데 이용되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말한다.
◯ “썸네일(Thumbnail)”이란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파악함으로써, 많은 양의 이
미지를 쉽고 빠르게 탐색하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축소하여 제공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 “레이블(Label)”이란 입력폼을 구성하는 다양한 입력 필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
하는 명칭을 말한다.
◯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이란 장애를 지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키는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대표적
으로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 확대 프로그램, 특수 키보드 등
을 들 수 있다. 보조 기술은 보조 공학 (기기) 또는 보조 기기라고도 한다.
◯ “대체 텍스트(Alternative text)”란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
는 등가의 텍스트를 의미한다.
◯ “대체 수단”이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화)을 대체하기 위한 콘텐
츠로, 자막, 구술된 내용을 글로 옮긴 대본(Transcript), 수화(Sign language) 등
이 그것이다. 여기서 자막과 대본은 텍스트 콘텐츠이며, 수화는 미디어 형식의 대
체 콘텐츠이다.
◯ “초점(Focus)”이란 웹 페이지 안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또는 사용자의 행위(예:
탭(Tab) 키를 이용한 이동)에 의해 어떤 요소(Element)가 선택되었을 경우에 초
점이 그 요소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요소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요소가
사용 가능 상태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응용 소프트웨어(웹 브라우저 포함)에서
초점을 받은 요소는 다른 요소와 구분할 수 있게 밑줄을 보이게 하거나, 테두리
를 씌우거나 또는 색을 변경하는 등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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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원칙

1.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2. 모두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3. 편리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4. 열린 전자정부 웹사이트
5.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제2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원칙
UI·UX 설계 원칙은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경험 설계를 위해 웹사이트 구축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

1.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전자정부 웹사이트 설계는 항상 사용자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2. 모두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3. 편리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4. 열린 전자정부 웹사이트
누구나 공개된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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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전자정부 웹사이트 설계는 항상 사용자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설계할 때는 웹사이트를 이용할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문제를 공감하
고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웹사이트의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또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전자정부 웹사이
트를 만들 수 없다.
사용자들이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설문조사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
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어떤 행동
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사용자와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설계되지 못해 발생한 오류는 나중에 파악해도
수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전
자정부 웹사이트 성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효과

Ÿ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결과를
얻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Ÿ 자신에게 유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정
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Ÿ 사용자에게 필요 없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운영하지 않게 되므로 불필
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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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두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또는 영
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여러 종류의 장애와 불편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기와 다양한 브라우저가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들은 시끄
럽거나 통신 속도가 느린 환경에서도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한 접근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장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이해해야 한
다. 특히 장애인들은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
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참고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효과

Ÿ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호환성 준수지침 등의 국가표준 준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Ÿ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 및 통신 속도에서 모든 사용자가 전자정부 웹사이
트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Ÿ 모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수록,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신뢰도는 높
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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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편리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쉽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능과 업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더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능적으로 간단하고 빠른 것을 넘어 친숙하고 일관성 있는 언어와 논리적인 절차를
통해 누구라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사용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도와야 한다.

효과

Ÿ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쉽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
Ÿ 기술적인 품질을 넘어 사용자경험 측면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을 일관
성 있게 향상시킬 수 있다.
Ÿ 이 원칙과 관련된 UI·UX 설계 기준과 UI·UX 설계 가이드를 적용하면, 일
관성 있는 사용자경험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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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열린 전자정부 웹사이트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열린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의 내‧외부에서 쉽게 찾
을 수 있고,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지원하는 것
을 의미한다.
공공정보를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 관점의 편리함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
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정보를 개방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
이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용이한 정보 검색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
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부처 간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재사
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될 수 있다.

효과

Ÿ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의 내‧외부에서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
Ÿ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Ÿ 부처 간의 공유 및 재사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전자정부 웹사이트 구
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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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 번에 완벽한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다.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구축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위별로 나누어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테스트하여, 점진적으로 개
선해 나가는 것이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반복적인 테스트와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테스트는 모든 사용성 설계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 사용자
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반복적인 테스트와 피드백을 반영할 때는 담당자의 직감이나 추측이 아닌, 실증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는 가장 객관적인 개선의 근거
이며, 사용자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효과

Ÿ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중심으로 웹사이트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Ÿ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불
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Ÿ 웹사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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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한다.
2.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한다.
3.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4.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5.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6. 모든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7.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

제3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기준
UI·UX 설계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사용자경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전자정부 웹
사이트 설계 시 점검 및 수행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

1.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2.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한다.

3.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4.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5.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6. 모든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7.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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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핵심질문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

중요한 정보와 기능을 효과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가?

설명
사용자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이용한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와 기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더 좋은 사용자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면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정보를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
가 적합한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
인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해야 할 일
§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정의한다.

§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웹사이트 목적을 정의한다.

§

사용자 조사 및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능, 콘텐츠, 디자인 등을 결정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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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한다.
핵심질문
□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에 대해 적절한 속도로 반응하는가?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및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

□

하나의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가?

□

작업 수행에 불필요한 단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설명
사용자는 원하는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기 원한다.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까
지 오랜 시간이 걸림을 의미한다.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사용자들은 사용을 포기할 수 있
다. 사용자의 작업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에 대한 웹사이
트의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반응에 대기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웹사이트를 떠난다.
사용자의 행동 횟수도 과업완료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해야 하거나, 불필요한 단계를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실수하고 짜증을 느낄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최대한 단
순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해야 할 일
§

주요 과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여정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빈번하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정을 개선한다.

§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적합한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한다.

§

가장 낮은 수준의 디지털 환경과 사용자 기술 여건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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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핵심질문
□

모든 정보와 기능은 논리적 흐름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

용어, 스타일, 레이아웃, 기능의 작동 방식 등은 전체 페이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
되고 있는가?

□

정보의 표현과 기능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가?

□

사용자의 행동에 도움이 되는 단서 및 정보를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제공하고 있는가?

설명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콘텐츠와 기능을 표현하면 정보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확인’ 버튼이 특정 페이지에
서만 다른 색상으로 제공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표현은 사용자
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어떤 상황에서 예외사항이 발생하였는지 기억하도록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반대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공했을 경우, 현재 과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과
업 수행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야 할 일
§

UI·UX 설계 가이드 등의 설명서를 프로젝트 초기에 배포하고, 설명서를 기준으로
검수를 시행한다.

§

U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추가하는 것보다 UI를 수정한다.

§

이용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테스트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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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핵심질문
□

사용자의 행동과 웹사이트의 반응 사이에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가?

□

사용자는 원하는 입·출력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사용자가 선호에 따라 웹사이트의 상태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

□

사용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설명
사용자는 시스템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이 과업을 완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사
용자는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맞도록 웹사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숙련된 사용자 일수록 스스로 인터페이스를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인터페이스가
반응하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입‧출력 도구를 선택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간혹 사용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사용자의 행동을 지속적
으로 관찰하여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웹사
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행동 중에 갑
작스럽게 끼어들게 되면 사용자의 통제감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야 할 일
§

사용자가 실제로 전자정부웹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관찰한다.

§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과업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조사하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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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핵심질문
□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가?

□

심각한 결과를 유발하는 기능의 실행여부를 사용자에게 확인하고 있는가?

□

사용자가 오류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가?

□

동작을 취소하거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고 있는가?

설명
사용자의 실수는 대부분 잘못된 디자인에 기인한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으면, 정보를 다시 입력하거나 수정할 필
요가 없어 효율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중에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
므로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오류를 방
지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거나 오류로 인한 결과를 수
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해야 할 일
§

사용자 관찰을 통해, 사용 중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정의한다.

§

웹사이트의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

웹사이트의 오류와 관련된 피드백은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책정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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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핵심질문
□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비장애 사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기능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

초보 사용자와 숙련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가?

설명
한 명의 사용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웹사이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보유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황, 능력 등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
장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의 여러 제약사항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사용자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명도대비를 높이고 레이아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밝은 조명 때문에 모니터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용자에게도 유용한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처음 방문자를 고려하여 기능을 단순하게 설계하면 숙련된 사
용자의 작업 시간 역시 단축된다.

해야 할 일
§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장애, 제약의 유형에 대해 정의한다.

§

웹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보조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이해
해야 한다.

§

웹사이트 설계 및 구축과정 전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접근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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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
핵심질문
□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하는가?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모형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가?

□

중요한 정보와 다른 정보 간 위계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있는가?

설명
사용자가 찾을 수 없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발견하고 활용하였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된다. 사용자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공개
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버튼, 검색 등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접근 수단의 구조,
명칭, 작동 방식이 이해하기 쉬워야 사용자가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사용자의 정보 탐색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의 많은 정보 중 사용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은 일부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핵심 정보 주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배치하거나 부가
정보를 강조하면 사용자들은 그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그러므로 콘텐츠를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하여 주요 정보를 찾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해야 할 일
§

사용자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목적과 이용패턴을 세분화한다.

§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검색하는 항목에 대해 정의한다.

§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수정하기 전에,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
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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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영역
2. 탐색
3. 검색
4. 콘텐츠
5. 회원
6. 신청/조회/발행
7. 구매/결제
8. 안내
9. 지원/기타

제4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가이드
UI·UX 설계 가이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효과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 설계 방법을 제공한다.
본 설계 가이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도출한 공통, 필수 절차를 중심으로 개발 및
작성되었다. 특정한 유형의 서비스나 디바이스를 위한 UI·UX를 설계할 시에는 각 유
형에 적합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

1

브랜드 영역

2

헤더, 푸터

4

콘텐츠

5

탐색

3

검색

메인메뉴, 서브메뉴, 탭,

통합검색, 고급검색,

브래드크럼, 사이트맵

검색결과

회원

6

신청/조회/발행

목록보기,

회원가입, 약관동의,

신청서작성, 신청 내역

콘텐츠 작성/업로드,

로그인/인증, 주소찾기

확인/취소

상세내용 보기,
댓글 남기기/읽기,
공유/공감, 관련 콘텐츠

7

8
구매/결제
제품 상세정보보기,

안내
모달, 확인, 오류

9

지원/기타
직원검색, 기관위치
확인, 도움말 찾기

장바구니 확인,
주문/결제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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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영역
브랜드 영역은 헤더와 푸터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요 섹션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곳이다. 브랜드 영역은 독립적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전체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일관성 있는 사용자경험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헤더

‒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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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헤더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페이지
의 최상단 영역으로, 전자정부사이트 BI영역, 로고와 웹사이트 이

헤더
푸터

름, 메인 메뉴, 통합검색, 유틸리티메뉴 등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포함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핵심적인 정보만 간결하게 제공한다.
헤더에 포함되는 요소 중 필수적인 항목을 간결하게 배치해야 한다.
헤더에 불필요한 꾸밈이나 과다한 정보가 배치되면, 사용자가 모든
웹페이지에 걸쳐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전자정부 공식웹사이트 안내영역은 항상 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한다.
전자정부 공식웹사이트 안내영역은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일관성 있는 사용자경험
의 출발점이므로 모든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태로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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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 로고와 웹사이트 이름은 모든 웹사이트에서 좌측 상단에 배치한다.
웹페이지의 좌측 상단 영역은 사용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영역이므로, 로고 및 웹사이트 이름을 좌측상단에 배치하게 되면 사
용자가 기관의 정체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며, 모든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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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메뉴와 검색의 위치는 웹사이트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우선
순위를 둔다.
일반적으로 메인메뉴를 가장 중요한 영역에 배치해야 한다. 웹사이트
의 목적과 특성이 검색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검색을 메인메뉴보다
강조할 수 있다.

권장 사례 1

권장 사례 2

접근성 체크리스트

§ 건너뛰기 링크를 최상단에 배치한다.
웹페이지의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뛰어 본문 등의 주요 영역으로 이동
하는 데 사용되는 건너뛰기 링크는 전자정부공식 배너 영역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 건너뛰기 링크를 3개 이하로 제공한다.
건너뛰기 링크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면 보조기기 사용자는 메인 메
뉴를 탐색하는 것과 같이 건너뛰기 목록을 탐색해야 한다. 본문, 메인
메뉴 등 주요 영역으로의 링크만을 간략하게 제공하여 보조 기술 사
용자들의 빠른 웹 페이지 탐색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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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터

푸터에는 방문자들이 헤더나 메인 콘텐츠 영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웹사이트의 주요링크, 저작권 정보, 기

헤더
푸터

관 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자의 연락처, 소셜미디
어 및 관련 사이트 링크 등의 기능과 정보가 포함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반드시 표시한다.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 등을 알리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반드시 표시한다.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등을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 웹사이트 내부 링크는 좌측에 외부링크는 우측에 배치한다.
내부링크와 외부링크가 혼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들은 원하지 않는 순
간에 웹사이트의 외부로 이동하게 된다. 내부 및 외부링크는 일관성
있게 분리하여 제공해야 하며, 내부링크는 푸터의 좌측에, 외부링크는
우측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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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찾는 링크를 배치한다.
사이트맵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빈번하게 찾는 링크는 웹사이트의 하
단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다. 웹사이트의 세
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다시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른 접근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목적별/유형별로 군집화하여 직관
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
권장 사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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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탐색 패턴은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상세 패턴의 집합이다. 탐색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행동을 촉진
할 수 있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형의 탐색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

메인메뉴

‒

서브메뉴

‒

탭

‒

브래드크럼

‒

사이트맵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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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메뉴

메인메뉴는 사용자가 페이지를 탐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

GNB

형의 메뉴이다. 일반적으로 헤더와 함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제공
되며,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페이지로 이동할

메인메뉴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빈번하게 활용되는 사용자의 일차

서브메뉴

적인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

탭
브래드크럼
사이트맵

사용성 체크리스트

§ 링크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한다.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콘텐츠로 연결된 링크일수록 좌측에 배치하
여 접근과 사용이 쉽게 만든다.

§ 링크의 활성화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현한다.
현재 탐색 중인 페이지가 사이트 구조 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활성화된 메뉴 링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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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명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링크명에 전문 용어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탐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
나 원하는 페이지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링크의 개수를 최소화한다.
반드시 필요한 링크만 제공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메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선택과정에서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 숨겨진 메뉴의 사용을 배제한다.
일명 ‘햄버거 메뉴’라고 불리는 숨긴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메뉴 링크
명을 통해 전달되는 사이트의 특성 정보와 함께, 탐색 위치에 관한 정
보가 사라지게 된다. 메뉴 정보에 기초한 사용자의 빠른 탐색을 도울
수 있도록 숨겨진 메인메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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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체크리스트

§ 메뉴 링크는 키보드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메인 메뉴는 웹사이트의 주요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메뉴 링크는 반드시 키보드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키보드의 초점은 메뉴의 계층 순서대로 이동하도록 제공한다.
키보드를 이용하여 메뉴를 탐색하는 경우, 키보드의 탐색 위치를 표
시하는 초점이 메뉴의 계층 순서에 맞게 이동 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문서에 메뉴의 계층 구조를 표현하지 않거나 임의로 키보드 초점의
이동 순서를 조작하면 보조기술 사용자는 메뉴 탐색에 혼동을 느끼게
된다.

§ 드롭다운 형식의 메인 메뉴를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마우스오버 동작뿐만 아니라 클릭이
나 키보드 동작에 반응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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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메뉴

서브메뉴는 서브 페이지 내에서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메뉴이다.

SNB

일반적으로 본문 영역의 좌측에 사이드바 형태로 제공된다. 메인메
뉴보다 훨씬 좁고 깊은 페이지 구조 탐색에 사용되기 때문에 링크

메인메뉴

의 개수가 많고 복잡하게 표현되기 쉽다. 사이트 규모가 클수록 서

서브메뉴

브메뉴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하여 사용자가 탐색 중에 길을

탭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브래드크럼
사이트맵

사용성 체크리스트

§ 메뉴의 길이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긴 계층 구조를 한 번에 표현할 경우, 사용자가 아래에 제공된 링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메뉴를 적절한 길이로 제공해야 한다. 아코디언
형식을 활용하면 상위 구조를 한 번에 확인하기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메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한다.
사용자의 탐색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란히 배치된 링크 간 수준을 명
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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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체크리스트

§ 아코디언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펼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코디언 메뉴의 펼침 상태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정보 이외의 수단으로 메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코디언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닫힌 메뉴에 보조기술이 접근
되지 않도록 제공한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닫힌 메뉴에 보조기술이 접근하게 되면,
보조기술 사용자들은 한정된 공간에 정보를 축약하여 빠른 탐색이 가
능한 아코디언 메뉴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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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탭은 사이트 계층구조상 동일한 수준에 위치한 페이지 간 탐색에
이용되는 메뉴이다. 탭은 매우 직관적인 상호작용 수단이며, 적절

메인메뉴
서브메뉴

히 사용하면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빈번히 사용된다. 그
러나 자주 사용되는 만큼 오용되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탭
브래드크럼

사용성 체크리스트

사이트맵

§ 일관성 있는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웹사이트 구조에서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를 탐색하는 데 사용되는 탭
은 일관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

§ 선택된 탭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사용자가 선택된 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표현하
되, 선택 상태를 색상 정보에만 의존하여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선택되지 않은 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표현한다.
선택되지 않은 탭의 글자나 배경색을 지나치게 흐리게 표현하면, 탭
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비활성화 상태로 인식되어 사용자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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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을 저해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탭 메뉴는 단일행으로 제공한다.
여러 행으로 구성된 탭 메뉴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탐색 도중,
몇 번째 탭을 방문하였는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권장 사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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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탭의 선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탭에 대응되는 콘텐츠 블록에 탭의 링크명과 동일한 텍스트를 제목으
로 제공하면 보조기술 사용자가 어떤 탭의 콘텐츠를 탐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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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크럼

브래드크럼은 웹사이트 계층구조 내에서의 상대적인 사용자의 탐

Breadcrumb

색 위치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브래드크럼에 기반하여 탐색 중인
페이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경로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이

메인메뉴

용하여 쉽게 상위수준의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다.

서브메뉴

브래드크럼은 논리적인 선형구조가 분명한 사이트에 사용해야 한

탭

다. 동등한 수준의 페이지나 상하관계가 불분명한 페이지의 관계를

브래드크럼

보여주기 위해 브래드크럼을 사용하게 될 경우, 브래드크럼의 경로

사이트맵

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
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각각의 경로를 링크로 제공한다.
사용자가 상위 혹은 이전 페이지를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브
래드크럼을 구성하는 개별 경로를 링크로 제공한다.

§ 일관된 위치에 배치한다.
브래드크럼은 전역메뉴와 본문 사이의 일관된 위치에 제공하여, 사용
자가 안정적으로 경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기호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로 간 관계를 표시한다.
사용자가 선행관계나 위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의미를
가진 기호(>, -, / 등)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로를 구분해야 한다.
권장 사례 1

권장 사례 2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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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하위수준의 경로를 구분하여 표현한다
색상, 크기, 아이콘 이미지 등의 표현을 통해 가장 하위수준, 즉 현재
페이지 경로를 구분하면 사용자가 탐색 중인 위치를 더욱 빠르게 인
지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경로 정보를 목록 형태로 제공한다.
문서에서 경로 정보를 목록 형태로 계층화하여 제공하면, 시각 보조
기술 사용자도 경로가 몇 단계로 구성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 텍스트가 아닌 아이콘 이미지로 경로를 표시하는 경우, 대체 텍
스트를 제공한다.
아이콘 이미지를 이용하여 경로를 표시하는 경우, 시각 보조기술 사
용자도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정보를 텍스트로 제
공해야 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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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맵

사이트맵은 전체 사이트 구조를 한 페이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턴으로 사이트의 위계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

메인메뉴
서브메뉴

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다른 메뉴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페이
지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메뉴 시스템을 간단하게 둘러보고 이해할

탭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사이트맵을 사용한다.

브래드크럼

사이트맵은 웹사이트에 대한 개괄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모가

사이트맵

크고 복잡한 사이트에 사이트맵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
지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링크 목록을 사이트 구조에 맞게 계층화하여 표현한다.
사이트의 구조를 고려하여 링크의 위계수준을 구분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체적인 사이트 구성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페이지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을 도와주어야 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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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 외부 사이트나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표현한다.
외부 사이트 또는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아이콘 이미지 등을 활
용하여 내부링크와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사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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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새로운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 정보를 웹 문서에 표시한다.
웹 문서에서 여러 가지 속성을 이용하여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구분하면 보조 기술 사용자가 링크를 실행하였을 때, 탐색 중이던 웹
사이트나 페이지를 벗어나 다른 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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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검색은 탐색을 이용하지 않고도 특정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는 단어나 문구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함으로써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탐색 시스템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 사
용자가 정보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통합검색

‒

고급검색

‒

검색결과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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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사용자는 통합검색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통합검색은 사용자가 웹사이트 내에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통합검색
고급검색

해야 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하며, 콘텐츠 복잡성이
낮은 웹사이트에 적합하다.

검색결과

사용성 체크리스트

§ 통합검색 기능은 검색상자와 검색버튼으로 구성한다.
통합검색 기능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링크
대신 검색상자와 검색버튼으로 구성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검색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레이블과 아이콘을
사용한다.
검색 버튼에는 버튼의 용도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검색’이
라는 레이블을 사용하거나,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한다.
권장 사례 1

권장 사례 2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50

제4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가이드

§ 통합검색은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통합검색의 기능은 페이지의 우측 상단의 일관된 위치에 배치하는 것
을 권장한다. 검색 기능이 중요한 사이트의 경우, 통합검색 기능을 강
조하기 위해 메인페이지의 검색창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 검색창 내에 검색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검색창을 빈칸으로 남겨두기보다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하여 적절한 검
색어 예시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안내 문구를 기본으로 제
공하면 사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권장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검색어 입력 필드에 레이블을 제공한다.
통합 검색의 입력 필드 레이블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반드
시 웹 문서에 표시하여, 보조 기술 사용자가 입력 필드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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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

사용자는 고급검색 기능을 통해 더 빠르고 지능적인 검색을 수행
할 수 있다. 자동완성 기능이나 필터, 맞춤 추천, 조건검색, 검색어

통합검색
고급검색

랭킹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 기능이 구현되
므로, 콘텐츠 복잡성이 높은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검색결과

사용성 체크리스트

§ 조건검색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검색어로 간단한 검색을 수
행한다. 조건검색이 기본으로 제공되면 많은 입력필드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권장 사례

§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여 사
용자의 입력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자동완성 기능은 입력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 대한 빠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잡한 조건검색보다 더 유용하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52

제4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가이드

권장 사례

§ 개인화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 기존의 사용자 검색기록을 보여주
거나 실시간 검색어 제안 등으로 추천 검색어를 제시하면, 사용자의
검색시간을 줄여 줄 수 있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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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체크리스트

§ 자동완성이나 추천 검색 정보에 보조 기술이 접근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보조기술 사용자가 자동완성이나 추천 검색어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검색어가 표시 되는 콘텐츠 영역에 키보드 및 보조 기술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자동완성이나 추천 검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시각 보조 기술 사용자는 입력 필드에 접근하였을 때 부가적인 추천
검색어 정보가 표시됨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웹 문서에서 특정 속성
을 이용하여 추천 검색어 정보가 보조 기술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되도록 제공함으로써 보조 기술 사용자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자동완성이나 추천 검색어 목록을 계층화하여 제공한다.
웹 문서에서 자동완성이나 추천 검색어 목록을 계층화하여 표현하면
사용자는 보조 기술을 통해 검색어 목록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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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검색결과는 사용자가 검색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패턴으
로 일반적으로 목록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자가 의도한 것과 일치

통합검색
고급검색
검색결과

하는 결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며, 원하는 검색결
과를 얻지 못한 경우 신속하게 추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검색결과 페이지에 검색창을 유지한다.
검색을 실행하여 검색결과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었을 때, 연속적이
고 추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검색
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색결과 페이지 내에 별도의 검색창을 배치할
수 있다.
권장 사례

§ 검색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강조 표시한다.
검색결과를 표시할 때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검색어와 일치하는 항목
을 강조 표시하여, 인지의 흐름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55

제4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가이드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결과 수를 표시한다.
검색결과 수를 명시하여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검색결과를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제공
해 주면 사용자가 검색결과를 직접 구분하여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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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한다.
검색결과가 없는 현상은 실제로 데이터가 없거나 검색과정에서의 실
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원인을 파악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재확인하여, 철자를 수정하거나 다른 검색어를 입력함으로
써 필요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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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모든 입력 필드의 초점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입력 필드의 초점이 표시 되지 않으면 키보드 사용자는 조작하고 있
는 대상을 알 수 없으므로 초점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현해
야 한다. 특히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 입력 필드 대신 입력 필드
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초점 제공에 유의해야 한다.

§ 입력 필드 값을 변경함으로 인해 검색 결과 콘텐츠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검색 결과 상세 조회를 위해 입력 필드 값을 변경할 때마다 콘텐츠가
변경되거나 정렬되면 초점이 문서 가장 처음으로 복귀하는 등 예상하
지 못한 동작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입력 필드 값을
변경한 후 ‘적용’, ‘확인’ 등의 버튼을 눌러 값을 확정하였을 때 콘텐
츠가 조회되어야 한다.

§ 키보드를 이용하여 조회 날짜를 선택하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별도의 팝업을 이용하여 날짜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 팝업 내의 모든
요소를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팝업을 활용하는 대신
날짜 입력 필드에 원하는 날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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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
콘텐츠는 웹 페이지에 표현되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소리, 영상 등의
미디어 정보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콘텐츠를 통해 웹사이트와 의사소통
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목록보기

‒

콘텐츠 작성/업로드

‒

상세내용 보기

‒

댓글 남기기/읽기

‒

공유/공감

‒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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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목록은 텍스트 혹은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배열한 색인이다. 목록의
항목 하위에 콘텐츠가 존재하는 경우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

목록보기
콘텐츠 작성/업로드
상세내용 보기

록 링크나 버튼이 포함될 수 있다. 목록은 정보 형태에 따라 문자
정보를 통해 색인할 수 있는 텍스트형과 텍스트에 부가적으로 이
미지를 활용하는 썸네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댓글 남기기/읽기
공유/공감

사용성 체크리스트

관련 콘텐츠

§ 중요한 항목은 목록의 상단에 배치한다.
사용자는 목록의 좌측 상단 영역에 먼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먼저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좌측 상단에 배치한다.
권장 사례

§ 항목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
한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하면 사용자가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고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항목의 정렬에 표, 간격, 구분선, 배경색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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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강조를 위한 시각적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색상, 아이콘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용자의 효율적인 정보처
리를 도울 수 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주의가 분산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긴 목록은 페이지 등으로 단위를 나누어 제공한다.
긴 목록은 페이지로 구분하는 등 적절하게 단위를 나누어,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긴 페이지를 스크롤하
는 것보다 페이지네이션을 이용하여 분할된 페이지를 탐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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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1

권장 사례 2

§ 필터링 또는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항목 개수가 많은 경우, 페이지네이션만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데 한
계가 있으므로 필터링이나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빠른 내용 탐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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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정보 전달을 위해 아이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 텍스트
를 제공한다.
공지사항, 새 게시글, 공유 등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콘
이미지에는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여 보조 기술 사용자가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첨부파일 아이콘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목록에서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첨부파일을 아이콘 이미지로 표
시한 경우, 아이콘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는 정확한 첨부파일 명으로
제공해야 한다.

§ 선택된 페이지네이션 링크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한다.
사용자가 탐색 중인 페이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도가
대비되는 색상을 이용한 배경 색상 반전, 밑줄, 굵기, 기울임 등 다양
한 속성을 이용하여 선택된 링크와 선택되지 않은 링크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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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콘텐츠 작성/업로드는 사용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

작성/업로드

는 입력폼 패턴을 의미한다. 콘텐츠 작성이라는 과업은 사용자가
웹사이트 커뮤니티와 의사소통하는 매우 능동적인 과정이다. 사이
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의견을

목록보기
콘텐츠 작성/업로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

상세내용 보기
댓글 남기기/읽기
공유/공감

사용성 체크리스트

§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하여 작성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관련 콘텐츠

입력필드 내부에 플레이스홀더로 제공된 텍스트는 키보드가 진입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콘
텐츠 작성에 관한 설명은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필드 상‧하단에 제공해
야 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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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 버튼을 용도 및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등록’ 버튼 이외에 ‘임시저장’, ‘취소’, ‘초기화’ 등 여러 개의 버튼을
제공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버튼의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혼동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소’나 ‘초기화’ 등 주의를 요하는 버튼은
‘등록’ 버튼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등록 가능한 텍스트 및 파일크기를 표시한다.
콘텐츠 용량에 관한 정보가 제출버튼을 누른 후에 제공되면, 이미 작
성한 내용을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사용자가 사전에 정
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강조하여 입력폼과 함께 제공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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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 입력 세션 유지시간을 표시한다.
입력 세션 유지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확인이 쉬운 표현 방법을
이용해 시간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
한 세션 종료로 작성 중인 데이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근성 체크리스트

§ 텍스트 이외의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경우, 대체 수단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콘텐츠에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텍스트 이외의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경우, 대체 텍스트, 음성 대본 등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단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입력 세션 유지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입력 세션 유지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시간제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시간제한을 해제하거나 연장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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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보기

상세내용은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패턴으로, 효과적
인 정보 전달을 위해 텍스트 이외에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이 활용

목록보기
콘텐츠 작성/업로드
상세내용 보기

된다. 사용자들은 콘텐츠 목록에서 콘텐츠 제목이나 요약정보를 포
함한 링크를 통해 상세내용에 접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예상하는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댓글 남기기/읽기
공유/공감

사용성 체크리스트

관련 콘텐츠

§ 콘텐츠의 작성자, 작성일, 출처, 저작권을 표시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작성자, 작성일, 출
처,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장 사례

§ 제목은 다른 요소들과 구분되도록 표현한다.
제목은 웹사이트에서의 현재 사용자 위치를 알려주고, 본문을 읽기
전에 간략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각 콘텐츠의
제목은 다른 요소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현되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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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요소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요소들 간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사용자는 중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권장 사례

§ 문단과 문장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구성한다.
사용자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 문장을 구
성하는 단어를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사용해야 한다.

§ 핵심 주제는 첫 문단, 첫 문장에 포함시킨다.
핵심 주제를 문단이나 문장의 첫 부분에 배치하면 다음에 어떤 내용
이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조직화하고 이
해하기 쉽다.

§ 인포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면 텍스트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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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1

권장 사례 2

접근성 체크리스트

§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 명도대비를 4.5:1 이상으로 제공한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사이의 명도대비를 4.5:1 이상으로 제공하여
저시력 사용자가 어려움 없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명도 대비를 3:1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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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이외의 콘텐츠에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보조 기술 사용자 등의 접근성 사용자가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텍
스트 이외의 콘텐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레이어는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정지, 음량
조절, 시간 조절 등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를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
어야 한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제공한다.
음성 정보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면, 모든
웹 문서 정보를 소리를 통해 전달 받는 보조 기술 사용자의 웹 페이
지 탐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재생 동작을 수행
하기 전에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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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남기기/읽기 패턴은 의견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입력

남기기/읽기

폼과 등록된 댓글을 표시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는
콘텐츠 상세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 또는 다른 사용자들과 의사소
통하기 위해 댓글을 남긴다. 의견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록보기
콘텐츠 작성/업로드
상세내용 보기
댓글 남기기/읽기

사용자와 직접 의견을 주고받거나 추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상
호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표현할 것인지
가 매우 중요하다.

공유/공감
관련 콘텐츠

사용성 체크리스트

§ 댓글입력에 사용하는 텍스트 입력필드는 충분히 크게 제공한다.
사용자가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입력필드를
충분히 크게 제공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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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입력필드는 콘텐츠 주변에 제공한다.
이미지, 기사 등의 대상과 이에 대해 의견을 남기는 행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운 곳에 제공해야 한다.
권장 사례

§ 댓글을 남기는 목적에 맞게 구조화한다.
단순히 상세내용에 의견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 등록된 시간 순으
로 댓글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용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경우, 댓글 작성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권장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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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2

§ 작성자/관리자가 남긴 댓글을 다른 댓글과 분명하게 구분한다.
작성자/관리자의 댓글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권장 사례

§ 페이징을 사용한다.
페이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댓글 하단의 다른 정보를 확인하기 위
해 스크롤하지 않아도 되며, 페이지 로딩 속도에 도움이 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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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할 경우, 삭제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준다.
댓글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삭제되었는지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사이트에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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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감

사용자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나 사이트
외부의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공유 패턴을 사용한다. 공감은

목록보기
콘텐츠 작성/업로드

사용자가 콘텐츠에 동의를 표하거나 나중의 활용을 위해 링크를
저장할 때 사용된다.

상세내용 보기

상세 기능은 다르지만, 공유/공감은 댓글 남기기/읽기와 유사하게

댓글 남기기/읽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콘텐츠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공유/공감

해주는 패턴이다. 일반적으로 아이콘 이미지로 표현된 공유/공감

관련 콘텐츠

링크를 나란히 배치한다. 댓글에 비해 단순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
고 있지만 훨씬 빈번하게 이용되므로, 사용자에게 웹사이트와 소통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공유/공감 아이콘은 관련된 대상 주변에 제공한다.
공유/공감 아이콘을 공유하거나 공감을 표시하고자 하는 콘텐츠 주변
에 배치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야 한다.
권장 사례

§ 여러 가지 방식의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공유, 전송, 내보내기, 북마크 등 사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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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 공감수 기준의 정렬 기능을 제공한다.
공감수를 기준으로 한 정렬 기능을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권장 사례

§ 공감을 표시한 사용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감을 표시한 사용자를 향한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용자에게 의견을 표시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서
는 안 된다.

접근성 체크리스트

§ 공유 기능 실행 시에 제공되는 새 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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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기능을 실행 시 상세 공유 설정을 위해 새 창이 열리는 경우,
웹 문서에서 공유 버튼에 새 창 열림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예측하지 못한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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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콘텐츠

관련 콘텐츠는 상세 콘텐츠의 하단이나 측면에 표시되는 간략한
콘텐츠 링크 목록이다. 관련 콘텐츠는 반드시 상세 콘텐츠의 내용

목록보기
콘텐츠 작성/업로드

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 그룹을 예측하거나 개별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상세내용 보기

제공할 수도 있다. 관련 콘텐츠를 잘 구성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정

댓글 남기기/읽기

보를 찾기 위해 클릭하는 횟수를 줄이고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

공유/공감

다.

관련 콘텐츠

사용성 체크리스트

§ 실제로 관련이 있는 콘텐츠를 보여준다.
사용자의 목표나 선호와 관련 없는 추천 정보는 오히려 방해가 되므
로 실제로 관련이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어야 한다.

§ 관련 콘텐츠 목록의 제목은 주제와 관련성에 맞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목록의 제목을 통해 주제,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읽을지 말
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록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권장 사례

§ 상세내용과 관련 콘텐츠 목록은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상세내용과 관련콘텐츠 목록 사이에 공백이 너무 많거나 다른 요소가
개입되면 사용자가 목록을 보지 못하고 놓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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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 목록을 사이드바에 제공하는 경우, 주변의 다른 요소 디자인에
주의한다.
목록 주변에 배너나 광고처럼 표현된 요소가 배치되면 사용자는 사이
드바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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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썸네일의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썸네일이 전달하는 정보와 목록의 제목이 동일한 경우, 썸네일의 대
체 텍스트 값을 생략하여 보조 기술 사용자가 중복된 내용을 전달 받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썸네일이 제목과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이를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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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
특정 기능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회원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가입, 로그인, 계정 찾기 등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회원이라는 권한은 민원신청, 구매와 같은 과업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웹사이트에 기여하고 싶어 하
는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회원의 패턴을 잘 설계하여 웹사이트와 사용자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로그인/인증

‒

주소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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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가입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웹사이트의 여러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고유한 계정을 생성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회원가입
약관동의

과업이다. 사용자에게 회원가입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연스러운
이용과정에서 맞닥트리게 되는 일종의 방해물이다. 따라서 사용자

로그인/인증

가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입 과정과 입력해야 할 정보를 최대

주소찾기

한 간략하게 구성해야 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도록 한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원가
입이 필요하다면,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 정도로 최소화할 것을 권장
한다.

§ 입력이 필요한 데이터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고, 어떤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
는지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양식에 관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한다.
입력필드에 영문만 입력할 수 있는지, 숫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
의 요구조건은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
용자가 회원가입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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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비밀번호 입력필드에 어떤 문자를 입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회원가입 과정 동안만 데이터를 기호(*)로 변환하지 않는 방안을 고
려한다. 입력과 변환 사이에 짧은 지연을 두어 문자를 확인하는 방법
을 사용할 수 도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비밀번호의 보안수준은 사이트 성격에 맞게 설정한다.
정보제공 목적의 사이트 사용자와 민원발급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기
대하는 사이트 보안수준은 매우 다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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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맞게 비밀번호 보안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오류 메시지는 제출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회원가입 제출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
면, 사용자의 불편과 가입과정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공개인증(OAuth) 사용을 고려한다.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개 인증을 이용한 편리한 로그인 방
식의 사용을 고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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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이용약관은 웹사이트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것이다. 회
원의 자격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명시된 약관

회원가입
약관동의

의 내용을 읽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이지

로그인/인증

않고, 양이 매우 방대하므로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요소

주소찾기

들을 알기 쉽게 구조화해야 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제출 버튼의 레이블에 동의한다는 행위를 명시한다.
약관동의 서식 제출은 문서에 서명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클릭함으로
써 동의하게 됨을 분명히 알려주면, 사용자는 서명을 하는 과정과 유
사한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한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해, 사용자는 약관
에 동의하는 행동이 더욱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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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옵션은 구분하기 쉽게 표현한다.
선택 옵션이 다른 요소들과 잘 구분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동의여부
선택 옵션을 인지하지 못해, 선택과정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키보드를 이용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약관 내용 영역에 생성된 스크롤은 키보드를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
도록 제공하여, 키보드 사용자가 스크롤 하단에 숨겨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약관 내용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제공한다.
웹 문서에서 약관 내용을 제목, 문단 등으로 적절히 구조화하여 제공
하면 보조 기기 사용자가 콘텐츠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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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인증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나면,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작업하기
위해서 계정 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인증 작업이 필요하다. 로그인

회원가입
약관동의

폼의 구성은 간단한 듯 보이지만 자주 사용되고, 잘못 설계할 경우
사용자의 경험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로그인/인증
주소찾기

사용성 체크리스트

§ 로그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유도한다.
사용자의 작업 과정을 방해하지 말고, 로그인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
하는 상황에서 로그인을 요청해야 한다.

§ 아이디 형식에 대한 단서를 사전에 제공한다.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사용하는 경우, 아이디를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으면 기억에 의존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제공한다.
대다수의 인증 실패는 계정정보를 잊어버리는데서 기인하므로, 사용
자가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로그인 양식 주
변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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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로그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중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저장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거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을 제공한다.

§ 로그인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사용자의 이름 또는 로그아웃 옵션을 표시하여, 사용자가 현재 로그
인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로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로그인 상태로 전환된 후, 사용자가 로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접근성 체크리스트

§ 초점이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로그인 입력 양식의 시각적 배열에 상관없이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대
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비밀번호 입력 양식 이전에 로
그인 버튼으로 초점이 이동하거나, 로그인 버튼 이후에 아이디 및 비
밀번호 저장 옵션으로 초점이 이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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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찾기

사용자가 주소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특이한 형태의 입력폼
이다. 주소찾기는 다른 입력폼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사용자는 주

회원가입
약관동의
로그인/인증

소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우편번호, 시·도 등 여러 개의 상세정보
를 입력해야 한다. 사용자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입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주소찾기

사용성 체크리스트

§ 주소찾기 팝업버튼의 레이블을 명확하게 제공한다.
‘우편번호’, ‘검색’이 아니라 ‘주소검색’과 같이 정확한 명칭의 레이블
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버튼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별도의 팝업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주소 입력필드는 비
활성화 상태로 표현한다.
입력필드가 비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직접 입력을 시도하기 때
문에, 입력폼의 제출 단계에서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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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체계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사용자가 부적절한 주소 및 주소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도록 입력
받을 주소체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주소 검색 결과 목록에 키보드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용자가 주소 검색 결과 목록에서 키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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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조회/발행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대부분은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는 데이터 교
환 과정이다. 행정/민원서류 신청, 작성, 접수, 예약 등 구체적인 목적
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앞선 모든 작업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폼에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자의 최종 목표는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과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어떤 정보를 제출했는지 내역을 확인하
거나 제출 자체를 취소하기도 한다.

‒

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확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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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패턴은 특정한 결과를 위해 입력폼에 정보를 입력, 수
정,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한다. 과업에 따라 입력되는 상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 확인/취소

세 데이터의 유형은 다르지만 모든 신청서 입력폼에는 일관성 있
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입력필드 주변에 레이블과 설명을 제공한다.
입력필드의 용도와 관련 도움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접한 위
치에 정보를 제공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입력필드의 크기를 충분하게 제공한다.
데이터 길이를 기준으로 입력필드를 충분히 크게 제공하여, 입력한 값
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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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요소, 편집 가능한 요소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사용자가 불필요한 동작을 수행하지 않도록 필수입력 항목과 편집이 가능한
항목을 다른 요소들과 명확하게 구분한다.

권장 사례

§ 입력값의 단위를 표시한다.
레이블과 별개로 ‘개, 부수’ 등의 데이터 입력 단위를 표시하여 사용
자의 입력 오류를 줄인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사용자가 잘못 입력/선택한 값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잘못 입력했는지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입력값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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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 버튼은 다른 버튼과 명확하게 구분한다.
사용자가 실수로 입력값을 모두 삭제하지 않도록 초기화 버튼을 시각
적, 공간적으로 다른 버튼과 구분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사용자가 입력 필드의 초점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
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 필드로 초점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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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편의성을 위해 값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 초점을 자동으로 다
음 입력 필드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이전 항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 필수 입력 항목 정보는 보조 기술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
공한다.
필수 입력 항목 정보를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보조 기술 사용자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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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신청내역 확인/취소 패턴은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 작업이 완료된

확인/취소

후, 사용자가 자신이 무엇을 신청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어떤 대상에 대한 신청은 취소가 가능
하기 때문에 신청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 확인/취소

사용성 체크리스트

§ 내역을 알기 쉽게 구조화한다.
여러 건의 신청 내역이 있을 경우, 내역을 표나 목록으로 구조화하여
알기 쉽게 표현한다.

§ 정렬 기능을 제공한다.
내역을 신청일자, 중요도, 마감기한 등의 기준으로 정렬하여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권장 사례

§ 일괄 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일괄 선택 기능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여러 건의 신청 내역에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돕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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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 신청취소 버튼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신청 상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취소 버튼을 인지하기 쉽게 만든다.

접근성 체크리스트

§ 신청 내역 선택에 사용되는 체크박스에 적절한 레이블을 제공한다.
신청 내역 선택에 사용되는 여러 개의 체크박스가 동일한 레이블을
갖거나 레이블 내용을 적절하지 않게 제공하면, 보조 기술 사용자는
어떤 신청 건을 선택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예약명, 예약번호 등의
명확한 신청 정보를 레이블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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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매/결제
구매/결제는 제품홍보 및 판매가 주요 목적이 아닌 웹사이트에서도 빈
번하게 발생하는 과업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일부 민원들은 처리를
위해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박물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유료 강
좌를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
을 거친다. 구매/결제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는 많은 양의 정보를 확
인하고 비교해야 하는 한편, 결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
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제품 상세정보 보기

‒

장바구니 확인

‒

주문/결제정보입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98

제4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가이드

제품 상세정보

대부분의 사용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제품이 어떤 특

보기

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제품과 비교해 본다. 제품 상
세 페이지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웹
사이트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제품 상세정보 보기
장바구니 확인
주문/결제정보입력

사용성 체크리스트

§ 제품의 상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사용자는 의사결정을 위해 가격 이외의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하
므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고품질의 제품 상세 이미지를 사용한다.
제품 상세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보 전달 수단으로써 제
품의 특징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성격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

§ 제품의 이용 가능 상태를 사전에 알려준다.
제품의 단종이나 재고 없음 상태를 사전에 공지하여, 사용자가 수행
이 불가능한 구매나 장바구니 담기 행동을 시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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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옵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한다.
제품의 상세 옵션이 존재하는 경우, 옵션의 유형이나 상세 수치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움말을 제공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버튼은 서로 쉽게 구분되도록 표현한다.
대부분의 버튼이 나란히 배치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혼동하여 실수하
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러 버튼 중에서 특히 구매와 관련된 버
튼을 가장 강조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여러 유형의 가격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공한다.
제품 상세 정보에는 정상가, 판매가, 할인가 등 여러 유형의 가격 정
보가 연속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각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텍스트
로 설명하여 보조 기술 사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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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과 상세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제품 설명을 이미지로만 제공하게 되면 보조 기술 사용자는 제품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제품 상세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충실히 제공하여 보조 기술 사용
자도 제품의 특징, 장점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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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확인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전까지 장바구니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므로 장바구니는 정보를 저장해

제품 상세정보 보기
장바구니 확인

두었다가 쉽게 항목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보여주어야 하
며, 사용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야 한다.

주문/결제정보입력

사용성 체크리스트

§ 제품의 중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한다.
사용자의 최종 구매결정을 돕기 위해 각 제품의 주요 정보(상세 이미
지, 가격, 수량 등)를 요약하여 제공해야 한다.

§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구매하기 전에 세부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사용자를 위해,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 제품 삭제 버튼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장바구니는 구매 과정의 중간 단계이므로 목록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품 상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옵션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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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제품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 가격, 할인적용 가격, 배송비, 최종 결제 금액을 표시하여, 장바
구니에서의 최종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

§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버튼을 명확하게 제공한다.
최종 목표인 구매 단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을 알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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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결제정보

사용자가 대상을 구매/결제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유

입력

형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문자/배송지 입력,
할인 적용, 결제수단 선택 영역으로 구성된다. 만약 웹사이트의 정
책상, 구매에 로그인이 필수라면 사용자는 로그인이라는 과업을 부

제품 상세정보 보기
장바구니 확인
주문/결제정보입력

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필요한 상호작용의 횟수가 많고, 중간에
다른 과업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탈하지 않
고 목적을 완수하게 돕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최대한 간결하게 설
계해야 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관련된 정보를 동일한 섹션으로 구분한다.
관련 있는 항목을 근접하게 배치하고 적절한 섹션 제목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빠른 정보처리를 돕는다.

§ 주문자, 배송, 결제 주소 정보는 동일한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세 정보가 동일한 입력값을 가지므로, 기본값으로 설정하
여 사용자가 같은 값을 여러 번 입력하지 않게 만든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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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 가격, 배송지 정보 및 구매 버튼 영역을 화면 우측이나 하단에
고정한다.
구매 정보가 요약된 영역을 고정시켜, 사용자가 정보의 입력 및 확인
을 위해 스크롤할 때,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권장 사례

§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
많은 사용자들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구매를 포기한다. 빠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비로그인 구매 기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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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러 결제 수단을 제공
하여, 구매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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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내
안내는 사용자가 정보를 찾거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가적인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수행한 동작과
관련이 깊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알려 오류를 방지하고, 요청한
동작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를
알려주며,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여 목표한 행동을 완료할 수 있게 도와
준다.

‒

모달

‒

확인

‒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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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

모달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행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된

Modal

다. 모달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한 후 모달을 닫거나, 모달이
유도하는 작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다른 과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

모달

로 사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모달창이 제공되면 사용자

확인

가 본래 수행 중이던 과업 흐름이 중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

오류

해야 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모달과 주변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사용자에게 모달창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
게 도와준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스크롤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
모달은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스크
롤이 생성될 만큼 많은 양의 콘텐츠는 모달이 아닌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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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인 작업에는 모달을 사용하지 않는다.
복잡한 과업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모달 대신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피해야 할 사례

§ 하나의 모달이 다른 모달을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 개의 모달을 제공하게 되면 시각적 복잡성이 증가하고 조작이
어려워지므로, 한 번에 한 개의 모달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행위 관련 버튼은 최대 2개만 사용한다.
모달과 같이 한정적인 영역에 여러 개의 버튼이 제공되면, 용도가 혼
동되기 쉬우며 조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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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접근성 체크리스트

§ 모달창이 열림과 동시에 모달창 내부로 초점이 이동하도록 제공
한다.
모달창이 열렸음에도 초점이 본래의 콘텐츠 영역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탐색 위치를 알 수 없고, 모달창 탐색을 위해 부가적으로 키보
드를 조작해야 하므로 창이 열림과 동시에 모달창 내부로 초점이 이
동해야 한다.

§ 모달창이 닫힌 후, 초점은 기존 위치로 돌아가도록 제공한다.
모달창이 닫힌 후, 초점은 창을 열기 전에 탐색 중이던 요소로 이동
하여 사용자가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달창을 여는 데 사용된 링크나 버튼으로 초점이 이동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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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확인은 사용자가 요청한 행위가 쉽게 취소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

Confirmation

지거나, 행동의 효과 또는 부작용을 사용자가 인지해야 하는 경우
에 사용한다. 사용자가 작업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행을 승인하도록

모달

함으로써, 어떤 작업이 수행될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

확인

고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오류

사용성 체크리스트

§ 심각하거나 취소가 어려운 행동에 확인을 요청한다.
중요도가 낮은 행동에 반복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불편을
느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중요한 확인 메시지에는 신경 쓰
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 확인을 사용해야
한다.

§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제공한다.
왜 그 행위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지,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명
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행동을 확정,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모두 제공한다.
행동을 확정하는 버튼과 함께 행동을 취소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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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버튼의 레이블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버튼 레이블에 작동 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
술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할 것인
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음 행동을 취
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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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오류는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시스템이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가

Error

발생했을 때 제공된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안내하는 경고
와는 달리, 오류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

모달

려준다. 오류정보는 단순히 사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

확인

는 데 그치지 않고 본래 수행하고자 했던 행동을 완수할 수 있게

오류

유도해야 한다. 오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모달창을 사용하
거나 오류가 발생한 지점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오류 메시지의 크기, 색상, 위치 등은 사용자가 빠르게 오류 발생 정
보를 인지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발생한 오류 및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오류가 어떤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어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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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오류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
공하면 효과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 정중한 문체를 사용한다.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이므로, 정
중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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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체크리스트

§ 오류가 발생한 요소로 초점이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제공한다.
모달창을 이용하여 오류 메시지가 제공되는 경우, 창이 닫힌 후 초점
을 오류가 발생한 입력 필드로 이동 시키면 보조 기술 사용자는 부가
적인 탐색 과정 없이 오류를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입력 값이 유지되도록 한다.
오류 발생을 안내한 후에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나 조작한 내용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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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기타
‘지원/기타’에서는 사용자가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보다 유용하고 편리
하게 사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세 패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지원/기타’ 패턴을 이용하여,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제공하는 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웹사
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

직원검색

‒

기관위치 확인

‒

도움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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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검색

사용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과정에서 웹사이트의 관리자가
아닌, 실제 기관의 담당자와 상호작용하고자 할 때 '직원검색' 패턴

직원검색
기관위치 확인

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직원검색’ 패턴은 ‘직원안내’, ‘직원검색’
등의 메뉴에서 사용된다.

도움말 찾기

사용성 체크리스트

§ 직원 목록에 직원의 이름, 부서, 담당업무, 연락처를 표시한다.
사용자와 정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
이트에 기관 직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단, 국방·통일·안
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기관 및 직위의 명단 및 연락처 정보는 표
시하지 않아도 된다.

§ 검색 입력폼과 전체 직원 목록을 함께 제공한다.
검색 수행 이전에 입력폼만 단독으로 표시하거나 빈 목록을 제공하게
되면, 찾고자 하는 직원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정보
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체 직원 목록을 기본으로 표
시하여, 사용자가 목록에서 직원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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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례

§ 담당업무는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통하고자 하므로, 업무 정보에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간략하게
구성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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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 확인

사용자가 기관 위치 정보와 방문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패턴
으로, ‘오시는 길’ 메뉴에서 활용된다. 약도 이미지, 지도 인터페이

직원검색
기관위치 확인

스, 텍스트 등 여러 유형의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표현하
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찾기

사용성 체크리스트

§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잘못된 기관의 연락처나 위치 정보로 인해 사용자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는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
다.

§ 기관의 위치를 표시한 약도나 지도를 제공한다.
주소 텍스트 이외에 약도 또는 지도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위치 정보
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도와 지도를 모두 제
공하는 경우에는 두 정보를 별도의 탭으로 구분하거나, 지도를 새 창
으로 표시하여 화면의 혼잡도를 줄여야 한다.
권장 사례

§ 위치 및 주변 정보가 적절하게 도식화된 약도를 제공한다.
약도는 기관의 주변 정보를 적절한 수준으로 포함하고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약도만으로 대략적인 위치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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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기 쉽게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기관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송 수단 및 경로 정
보는 논리적인 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해야 한다.
권장 사례

§ 위치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검색 없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교통수단 안내 웹사이트, 운송 시간표 안내 웹사이트 등으로 연
결되는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접근성 체크리스트

§ 약도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약도 이미지가 전달하고 있는 위치, 주변 건물 등의 정보를 대체 텍
스트로 충분히 제공하여 시각 보조 기술 사용자도 약도의 내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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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찾기

사용자는 웹사이트 이용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단순히
이용에 참고하기 위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도움말 찾기’ 패턴을

직원검색
기관위치 확인
도움말 찾기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도움말 찾기’ 패턴은 ‘도움말’
또는 ‘자주 찾는 질문(FAQ)’ 메뉴로 제공된다.
도움말이 사용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웹사
이트의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사용자가 자주 겪는 문제를 바탕으
로 유용한 답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성 체크리스트

§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을 제목으로 제공한다.
도움말의 제목을 구성하는 데 실제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반영함으로써, 사용자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한다.
권장 사례

§ 목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도움말의 개수가 많은 경우, 도움의 유형, 도움말이 필요한 사용자 유
형 등 의미 있는 단위 별로 도움말을 분류하여 제공하면 사용자가 정
보를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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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례

§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유용한 도움말을 찾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목록이나 상
세 도움말 주변에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체크리스트

§ 아이콘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질문, 답변, 아코디언의 펼침/닫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
이콘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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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UI·UX 품질 진단서는 설계/개발이 완료된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해, 사용자경험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들이 잘 준수되어 설계/개발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UI·UX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UI·UX 품질 진단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총체적인 사용자경험을 정성적(定性的, qualitative)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진
단하는 ‘UI·UX 품질 평가표’와 웹사이트 UI·UX 설계의 품질을 과업별 체크리스트 기반
으로 점검하는 ‘UI·UX 품질 점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가. 목적
◯ 본 진단서의 목적은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UI·UX 관점의 만족도와 품질을 평가하
는 데 있다.
◯ 본 진단서를 이용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UI·UX 설계 기준과 UI·UX 설계 가이드
를 참조하여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구성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UI·UX 품질 진단서는 UI·UX 품질 점검표, UI·UX 품질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다.

다. 적용대상
◯ 적용대상: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
◯ 이용자: 전자정부 웹사이트 발주자, 개발자 및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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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I·UX 품질 점검표의 활용

◯ 진단: ‘UI·UX 품질 점검표’에 제공되고 있는 UI 패턴 목록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점검
항목의 적용 여부를 진단한다.
◯ 결과분석: UI 패턴 별로 ‘NO(적용 안됨)’에 체크된 항목을 추출하여 미적용 원인과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이 때,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을 구분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
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 활용 및 개선: 결과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UI·UX 설계 가이드’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참고하여 개선하면 된다.
‐

‘사용성/접근성 체크리스트’ 및 ‘권장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한다.

‐

필수 항목에 대한 미적용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권장 항목의 경우 웹
사이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선 여부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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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UI·UX 품질 평가표 활용

◯ 진단: 사용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웹사이트의 UI·UX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활
용한다.
◯ 결과분석: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각 속성별 만족도 수준을 진단하고, 만족도가 낮은
항목 순으로 개선사항 목록을 작성한다.
◯ 활용 및 개선: UI·UX 설계 기준에서 작성한 개선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참고하여
개선작업을 진행한다.
‐

개선작업은 ‘핵심 질문’ 중심의 설계 기준에 따라 개선하며, ‘해야 할 일’에서 안
내하고 있는 작업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상세 개선 작업을 위한 업
무 목록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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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I·UX 품질 점검표
UI·UX 품질 점검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UI·UX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개발되었
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UI·UX 품질 점검표에서 필수사항은 반드시 ‘YES’ 항목으로 체크되어야 하며, 필수사항
의 미적용 시, 서비스 시작 전 반드시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개발 관련 항목들은 개발자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1) 브랜드 영역
브랜드 영역은 헤더와 푸터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의 위치를 파악
하고, 주요 섹션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곳이다. 브랜드 영
역은 독립적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전체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일관
성 있는 사용자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헤더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헤더에 포함되는 요소 중 필수적인 항목을 간결하

1

권장 게 배치해야 한다. 헤더에 불필요한 꾸밈이나 과다
한 정보가 배치되면, 사용자가 모든 웹페이지에 걸
쳐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자정부 공식웹사이트 안내영역을 페이지 최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헤더

전자정부 공식웹사이트 안내영역은 사용자가 해당

2

필수 웹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일관성 있는 사용자경험의 출발점이므
로 모든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태
로 제공한다.

3

필수

로고와 웹사이트 이름을 좌측 상단에 배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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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의 좌측 상단 영역은 사용자의 시선이 가
장 먼저 도달하는 영역이므로, 로고 및 웹사이트
이름을 좌측상단에 배치하게 되면 사용자가 기관
의 정체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며, 모든 전자
정부 웹사이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다.

메인메뉴와 검색은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도록
배치하고 있다.
4

권장 일반적으로 메인메뉴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배치해야 한다. 웹사이트의 목적과 특성이
검색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검색을 메인메뉴보다
우선하여 강조할 수 있다.

◯ 푸터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표시하고 있다.
1

필수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 등을 알리기 위한 개인정
보 처리방침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표시
하고 있다.
2

필수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소비
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
야 한다.

푸터

웹사이트 내부 링크는 좌측에 외부링크는 우
측에 배치하고 있다.
내부링크와 외부링크가 혼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들

3

권장 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웹사이트의 외부로 이동하
게 된다. 내부 및 외부링크는 일관성 있게 분리하
여 제공해야 하며, 내부링크는 푸터의 좌측에, 외
부링크는 우측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권장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찾는 링크를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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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맵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빈번하게 찾는 링
크는 웹사이트의 하단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것이 좋다. 웹사이트의 세로폭이 길어
질수록 다시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목적별/유
형별로 군집화하여 직관적인 탐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탐색
탐색 패턴은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
할 수 있게 해주는 상세 패턴의 집합이다. 탐색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며 의
사소통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형의 탐색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 메인메뉴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링크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1

권장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콘텐츠로 연결된 링크일
수록 좌측에 배치하여, 접근과 사용이 쉽게 만든
다.

링크의 활성화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
현하고 있다.
2

필수 현재 탐색 중인 페이지가 사이트 구조 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활성화된 메뉴 링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메인메뉴

링크명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3

권장 링크명에 전문 용어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익

4

권장

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탐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원하는 페
이지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링크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링크만 제공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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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선택과정에서의 혼
동을 방지해야 한다.

메인 메뉴를 숨기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있
다.
5

일명
필수 하게
특성
지게
색을
않을

‘햄버거 메뉴’라고 불리는 숨긴 메뉴를 사용
되면, 메뉴 링크명을 통해 전달되는 사이트의
정보와 함께, 탐색 위치에 관한 정보가 사라
된다. 메뉴 정보에 기초한 사용자의 빠른 탐
도울 수 있도록 숨겨진 전역메뉴를 사용하지
것을 권장한다.

◯ 서브메뉴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YES

NO

N/A

메뉴의 길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1
서브메뉴

2

긴 계층 구조를 한 번에 표현할 경우, 사용자가 아
권장 래에 제공된 링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메뉴를
적절한 길이로 제공해야 한다. 아코디언 형식을 활
용하면 상위 구조를 한 번에 확인하기 쉽게 제공
할 수 있다.

필수

메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
고 있다.
사용자의 탐색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란히 배치된
링크 간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탭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동일한 수준의 탭은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
다.

탭

1

필수 웹사이트 구조에서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를 탐색
하는 데 사용되는 탭은 일관성 있게 표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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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탭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2

필수 사용자가 선택된 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표현하되, 선택 상태를 색상 정보에만 의
존하여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선택되지 않은 탭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3

필수 선택되지 않은 탭의 글자나 배경색을 지나치게 흐
리게 표현하면, 탭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또
한 비활성화 상태로 인식되어 사용자의 행동을 저
해할 수 있다.

탭 메뉴를 단일행으로 제공하고 있다.
4

권장 여러 행으로 구성된 탭 메뉴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탐색 도중, 몇 번째 탭을 방문하였는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 브래드크럼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각각의 경로를 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1

필수 사용자가 상위 혹은 이전 페이지를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브래드크럼을 구성하는 개별 경
로를 링크로 제공한다.

모든 페이지에서 일관된 위치에 배치하고 있
다.
2

필수 브래드크럼은 전역메뉴와 본문 사이의 일관된 위
치에 제공하여,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경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브래드크럼

적절한 기호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로 간 관
계를 표시하고 있다.
3

권장 사용자가 선행관계나 위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
록, 적절한 의미를 가진 기호(>, -, / 등)와 이미지
를 활용하여 경로를 구분해야 한다.

4

권장

가장 하위수준의 경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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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크기, 아이콘 이미지 등의 표현을 통해 가장
하위수준, 즉 현재 페이지 경로를 구분하면 사용자
가 탐색 중인 위치를 더욱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 사이트맵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링크 목록은 사이트 구조에 맞게 계층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1

필수 사이트의 구조를 고려하여 링크의 위계수준을 구

분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체적인 사이트 구성을 쉽
게 이해하고, 필요한 페이지를 효과적으로 탐색하
는 작업을 도와주어야 한다.

사이트맵

외부 사이트나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분
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2

필수 외부 사이트 또는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아
이콘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내부링크와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사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3) 검색
검색은 탐색을 이용하지 않고도 특정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는 단어나
문구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함으로써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탐색 시스템
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 사용자가 정보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 통합검색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통합검색 기능은 검색상자와 검색버튼으로 제
공하고 있다.
통합검색

1

필수 통합검색 기능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링크 대신 검색상자와 검색버튼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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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라는 의미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레이블과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다.
2

필수 검색 버튼에는 버튼의 용도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검색’이라는 레이블을 사용하거나, 돋보
기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한다.

통합검색은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통합검색의 기능은 페이지의 우측 상단의 일관된

3

필수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검색 기능이 중요
한 사이트의 경우, 통합검색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메인페이지의 검색창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배치
할 수 있다.

검색창 내에 검색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4

권장 검색창을 빈칸으로 남겨두기보다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하여 적절한 검색어 예시나 ‘검색어를 입력하
세요’와 같은 안내 문구를 기본으로 제공하면 사용
성을 더 높일 수 있다.

◯ 고급검색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조건검색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검색어로

1

권장 간단한 검색을 수행한다. 조건검색이 기본으로 제
공되면 많은 입력필드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
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
다.

고급검색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자동완성
권장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자동완성 기능은 입력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 대한 빠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잡한 조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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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보다 더 유용하다.

개인화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 기존의 사용자

3

권장 검색기록을 보여주거나 실시간 검색어 제안 등으
로 추천 검색어를 제시하면, 사용자의 검색시간을
줄여 줄 수 있다.

◯ 검색결과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검색결과 페이지에 검색창이 유지되고 있다.
1

검색을 실행하여 검색결과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
필수 되었을 때, 연속적이고 추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
록 검색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검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색결과 페이지 내에 별도의 검색창을
배치할 수 있다.

검색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2

권장 검색결과를 표시할 때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검색
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강조 표시하여, 인지의 흐름
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결과 수를 표시하고 있
다.

검색결과

검색결과 수를 명시하여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빠

3

필수 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검
색결과를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제공해 주면 사용
자가 검색결과를 직접 구분하여 접근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
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결과가 없는 현상은 실제로 데이터가 없거나

4

필수 검색과정에서의 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원인을 파악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재확인하여, 철자를 수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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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발견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4) 콘텐츠
콘텐츠는 웹 페이지에 표현되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소리, 영상 등의 미디어 정보를 의
미한다. 사용자는 콘텐츠를 통해 웹사이트와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목록보기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중요한 항목은 목록의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1

필수 사용자는 목록의 좌측 상단 영역에 먼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중
요한 내용은 좌측 상단에 배치한다.

항목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하고 있다.
2

권장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하면 사용자가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항목의 정
렬에 표, 간격, 구분선, 배경색 등을 활용할 수 있
다.

강조를 위한 시각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
고 있다.

목록보기
3

권장 색상, 아이콘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용자
의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도울 수 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주의가 분산될 수 있다.

긴 목록은 페이지 등으로 단위를 나누어 제공
하고 있다.
긴 목록은 페이지로 구분하는 등 적절하게 단위를

4

권장 나누어,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긴 페이지를 스크롤하는 것보다 페이
지네이션을 이용하여 분할된 페이지를 탐색하는
것이 탐색이 더욱 효과적이다.

5

필수 규모가 큰 목록에 필터링 또는 검색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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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항목 개수가 많은 경우, 페이지네이션만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터링이나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빠
른 내용 탐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콘텐츠 작성/업로드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작성방법은 플레이스홀더가 아닌 텍스트로 제
공하고 있다.
입력필드 내부에 플레이스홀더로 제공된 텍스트는

1

필수 키보드가 진입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
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콘텐츠 작성
에 관한 설명은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필드 상하단
에 제공해야 한다.

버튼을 용도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
분하고 있다.
‘등록’ 버튼 이외에 ‘임시저장’, ‘취소’, ‘초기화’ 등

2

필수 여러 개의 버튼을 제공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버
튼의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소’나 ‘초기화’ 등 주의를 요하는 버
튼은 ‘등록’ 버튼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콘텐츠
작성/업로드

등록 가능한 텍스트 및 파일크기를 표시하고
있다.
콘텐츠 용량에 관한 정보가 제출버튼을 누른 후에

3

필수 제공되면, 이미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사용자가 사전에 정보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강조하여 입력폼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입력 세션 유지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4

입력 세션 유지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수 쉬운 표현 방법을 이용해 시간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작성 중에 예상하지 못
한 세션종료로 인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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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보기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콘텐츠의 작성자, 작성일, 출처, 저작권을 표
시하고 있다.
1

필수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는
작성자, 작성일, 출처,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여 사
용자가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목은 다른 요소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2

권장 제목은 웹사이트에서의 현재 사용자 위치를 알려
주고, 본문을 읽기 전에 간략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각 페이지의 제목은 다른
제목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3

상세내용
보기

권장

콘텐츠 요소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요소들 간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사용자
는 중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문단과 문장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고
있다.
4

권장 사용자의 읽기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가능한 간
단명료하게 사용해야 한다.

핵심 주제를 첫 문단, 첫 문장에 제공하고 있
다.
5

권장 핵심 주제를 문단이나 문장의 첫 부분에 배치할

경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조직화하고 이해하기
쉽다.

인포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적절
하게 활용하고 있다.
6

권장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면 텍스트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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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남기기/읽기
상세패턴

번호 구분

1

필수

점검항목

YES

NO

N/A

댓글입력에 사용하는 텍스트 입력필드의 크기
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입
력필드를 충분히 크게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입력필드를 콘텐츠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2

필수 이미지, 기사 등의 대상과 이에 대해 의견을 남기
는 행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운 곳에
제공해야 한다.

댓글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3
댓글
남기기/읽기

4

단순히 상세내용에 의견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권장 면 댓글을 등록된 시간 순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
다. 그러나 사용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경우, 댓글 작성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필수

작성자/관리자가 남긴 댓글을 다른 댓글과 분
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작성자/관리자의 댓글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페이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5

권장 페이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댓글 하단의 다른 정

보를 확인하기 위해 스크롤하지 않아도 되며, 페이
지 로딩 속도에 도움이 된다.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할 경우, 삭제 이유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6

필수 댓글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어떠한 이유
로 삭제되었는지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사이
트에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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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공감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YES

NO

N/A

공유/공감 아이콘은 관련된 대상 주변에 제공
하고 있다.
1

필수 공유/공감 아이콘을 공유하거나 공감을 표시하고자
하는 콘텐츠 주변에 배치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의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2

권장 공유, 전송, 내보내기, 북마크 등 사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
다.

공유/공감

공감수 기준의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

권장 공감수를 기준으로 한 정렬 기능을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감을 표시한 사용자의 정보가 다른 사용자
에게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필수 공감을 표시한 사용자를 향한 커뮤니티의 부정적
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용자에게
의견을 표시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
다.

◯ 관련콘텐츠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사용자의 목표나 선호와 관련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1

권장 사용자의 목표나 선호와 관련 없는 추천 정보는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실제로 관련이 있는 콘텐츠
를 보여주어야 한다.

콘텐츠
2

필수

관련 콘텐츠 목록의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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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목록의 제목을 통해 주제,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록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상세내용 주변에 관련 콘텐츠 목록을 배치하
고 있다.
3

필수 상세내용과 관련콘텐츠 목록 사이에 너무 많은 공
백이 있거나 다른 요소가 개입되면 사용자가 목록
을 보지 못하고 놓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콘텐츠 목록 주변에 광고배너 또는 시선
을 끄는 요소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권장

목록 주변에 배너나 광고처럼 표현된 요소가 배치되면 사용
자는 사이드바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
다.

5) 회원
특정 기능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회원으로서 행동하
기 위해 가입, 로그인, 계정 찾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회원이라는 권한은 민원신
청, 구매와 같은 과업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웹사이트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회원의 패턴을 잘 설계하여 웹사이트와 사용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원가입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
회원가입

1

권장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아이디, 비밀번
호 정보 정도로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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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필요한 데이터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
명하고 있다.
2

필수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고, 어떤 편의
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안
내해야 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양식에 대해 사전에 정확
하게 안내하고 있다.
입력필드에 영문만 입력가능한지, 숫자가 포함되어

3

필수 야 하는지 등의 요구조건은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과
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인 가입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밀번호 입력필드에 입력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4

권장 회원가입 과정 동안만 데이터를 기호(*)로 변환하
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다. 입력과 변환 사이에 짧
은 지연을 두어 문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의 보안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
다.
정보제공 목적의 사이트 사용자와 민원발급 사이

5

권장 트에서 사용자가 기대하는 사이트 보안수준은 매
우 다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이트의 성격에 맞게
비밀번호 보안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오류 메시지는 제출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실
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6

권장 회원가입 제출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사용자의 불편과 가입과정에
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7

권장

회원 가입 이외에 공개인증(OAuth)을 이용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개 인증을 이용한
편리한 로그인 방식의 사용을 고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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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동의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YES

NO

N/A

제출 버튼의 레이블에 구체적인 행동을 반영
하여 제공하고 있다.
1

권장 약관동의 서식 제출은 문서에 서명하는 과정과 유
사하다. 클릭함으로써 동의하게 됨을 분명히 알려
주면, 사용자는 서명을 하는 과정과 유사한 논리적
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약관동의

2

필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해, 사용자는 약관에 동의하는 행동이 더욱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된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옵션은 다른 요소와 명
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3

권장 선택 옵션이 다른 요소들과 잘 구분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동의여부 선택 옵션을 인지하지 못해, 선
택과정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 로그인/인증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로그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유도하고
있다.

1

권장 사용자의 작업 과정을 방해하지 말고, 로그인이 필
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로그인을 요청해
야 한다.

로그인/

아이디 형식에 대한 단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인증
2

필수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사용하는 경우, 아이디를 이메일 형
식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으면 기억에 의존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3

필수 로그인 양식 주변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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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의 인증 실패는 계정정보를 잊어버리는데서
기인하므로, 사용자가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쉽
게 검색할 수 있도록 로그인 양식 주변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로그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
고 있다.
4

권장 아이디나 비밀번호 중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 어
느 정도 기간 동안 저장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보
여주거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
다.

로그인 상태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5

권장 사용자의 이름 또는 로그아웃 옵션을 표시하여, 사
용자가 현재 로그인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
다.

로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표시하
고 있다.
6

필수 로그인 상태로 전환된 후, 사용자가 로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
다.

◯ 주소찾기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주소찾기 팝업버튼의 레이블을 명확하게 제공
하고 있다.
1

필수 ‘우편번호’, ‘검색’이 아니라 ‘주소검색’과 같이 정
확한 명칭의 레이블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버튼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소찾기

2

별도의 팝업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주소 입력필드의 비활성화 상태를 명확하게
필수
표현하고 있다.
입력필드가 비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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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을 시도하기 때문에, 입력폼의 제출 단계에서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입력받을 주소체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
다.
3

필수 사용자가 부적절한 주소 및 주소검색 키워드를 입
력하지 않도록 입력받을 주소체계를 명확하게 표
시해야 한다.

6) 신청/조회/발행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대부분은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는 데이터 교환 과정이다. 행정
/민원서류 신청, 작성, 접수, 예약 등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
지만, 앞선 모든 작업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폼에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자의 최종 목표는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과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어
떤 정보를 제출했는지 내역을 확인하거나 제출 자체를 취소하기도 한다.
◯ 신청서 작성
상세패턴

번호 구분

1

필수

점검항목

YES

NO

N/A

레이블과 설명은 입력필드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입력필드의 용도와 관련 도움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접한 위치에 정보를 제공한다.

입력필드의 크기는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

2

3

필수 데이터 길이를 기준으로 입력필드를 충분히 크게
제공하여, 입력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키보
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수

필수입력 요소, 편집 가능한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사용자가 불필요한 동작을 수행하지 않도록 필수입력 항목
과 편집이 가능한 항목을 다른 요소들과 명확하게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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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의 단위를 표시하고 있다.
4

필수 레이블과 별개로 ‘개, 부수’ 등의 데이터 입력 단위
를 표시하여 사용자의 입력 오류를 줄인다.

사용자가 잘못 입력/선택한 값을 자동으로 삭
제하지 않고 있다.
5

필수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잘못 입력했는지 문제를 확인
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입력값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초기화 버튼은 다른 버튼과 명확하게 구분하
고 있다.
6

필수 사용자가 실수로 입력값을 모두 삭제하지 않도록
초기화 버튼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다른 버튼과 구
분해야 한다.

◯ 신청내역 확인/취소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내역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1

필수 여러 건의 신청 내역이 있을 경우, 내역을 표나 목
록으로 구조화하여 알기 쉽게 표현한다.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

신청내역
확인/취소

필수 내역을 신청일자, 중요도, 마감기한 등의 기준으로
정렬하여 중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
게 만든다.

일괄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

권장 일괄 선택 기능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여러 건의
신청 내역에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돕는다.

신청취소 버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4

필수 신청 상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
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취소 버튼을
인지하기 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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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매/결제
구매/결제는 제품홍보 및 판매가 주요 목적이 아닌 웹사이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일부 민원들은 처리를 위해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
다. 박물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유료 강좌를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구매/결제 동안 사용자는 많은 양의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
해야 하는 한편, 결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와 같
은 복잡한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
다.
◯ 제품 상세정보 보기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제품의 상세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1

권장 사용자는 의사결정을 위해 가격 이외의 여러 정보
를 확인하고 비교하므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품질의 제품 상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 상세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보

2

권장 전달 수단으로써 제품의 특징을 사용자에게 효

상세정보

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성격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해
야 한다.

보기

제품의 이용 가능 상태를 사전에 표시하고 있다.

제품

3

필수 제품의 단종이나 재고 없음 상태를 사전에 공지하
여, 사용자가 수행이 불가능한 구매나 장바구니 담
기 행동을 시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품 옵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4

권장 제품의 상세 옵션이 존재하는 경우, 옵션의 유형이

5

필수

나 상세 수치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움말
을 제공한다.

버튼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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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버튼이 나란히 배치되기 때문에, 사용자
가 혼동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러
버튼 중에서 특히, 구매와 관련된 버튼을 가장 강
조해야 한다.

◯ 장바구니 확인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제품의 중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1

필수 사용자의 최종 구매결정을 돕기 위해 각 제품의

주요 정보(상세 이미지, 가격, 수량 등)를 요약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2

필수 구매하기 전에 세부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사용자를 위해,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
는 링크를 제공한다.

제품 삭제 버튼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3

필수 장바구니는 구매 과정의 중간 단계이므로 목록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장바구니
확인
4

권장

제품 상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을 제
공하고 있다.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옵션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제품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5

필수 전체 가격, 할인적용 가격, 배송비, 최종 결제 금액
을 표시하여, 장바구니에서의 최종 의사결정을 도
와야 한다.

6

필수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버튼을 분명하게 표현
하고 있다.
최종 목표인 구매 단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
록 버튼을 알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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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결제정보 입력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관련된 정보를 동일한 섹션으로 구분하여 제
공하고 있다.
1

필수 관련 있는 항목을 근접하게 배치하고 적절한 섹션
제목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빠른 정보처리를 돕는
다.

주문자, 배송, 결제 주소 정보는 동일한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2

필수 일반적으로 세 정보가 동일한 입력값을 가지므로,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같은 값을 여러 번
입력하지 않게 만든다.

가격, 배송지 정보 및 구매 버튼 영역을 화면
우측이나 하단에 고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문/결제
정보 입력

3

필수 구매 정보가 용약된 영역을 고정시켜, 사용자가 정
보의 입력 및 확인을 위해 스크롤할 때, 주요 내용
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는 구매 방법을 제공
하고 있다.
4

권장 많은 사용자들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구매를 포기
한다. 빠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비로그인 구매 기능
을 고려한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5

권장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러
결제 수단을 제공하여, 구매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
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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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내
안내는 사용자가 정보를 찾거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
가적인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수행한 동작과 관련이 높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알려 주어 오류를 방지하고, 요청한 동작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를 알려주며,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여 목표한 행동을 완료할 수 있
게 도와준다.
◯ 모달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모달과 주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1

필수 사용자에게 모달창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주
의를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모달에 스크롤이 생성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2

모달

권장 모달은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스크롤이 생성될 만큼 많은 양의 콘
텐츠는 모달이 아닌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모달은 단계적이지 않고, 단순한 정보를 전달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3

권장 복잡한 과업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모달 대신 별도의 페이
지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모달이 다른 모달을 실행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4

권장 여러 개의 모달을 제공하게 되면 시각적 복잡성이
증가하고 조작이 어려워지므로, 한 번에 한 개의
모달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행위 관련 버튼은 최대 2개만 제공하고 있다.
5

권장 모달과 같이 한정적인 영역에 여러 개의 버튼이
제공되면, 용도가 혼동되기 쉬우며 조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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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YES

NO

N/A

확인은 심각하거나 취소가 어려운 행동에 사
용하고 있다.
1

중요도가 낮은 행동에 반복적으로 확인을 요청하

권장 면 사용자는 불편을 느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중요한 확인 메시지에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 확인을
사용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
고 있다.
2

필수 왜 그 행위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지, 어떤 결과
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사
용자가 빠르게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확인

행동을 확정,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모두 제
공하고 있다.
3

필수 행동을 확정하는 버튼과 함께 행동을 취소하고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버튼의 레이블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

버튼 레이블에 작동 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

권장 인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본문
을 읽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할것인지 또는 하
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음 행
동을 취할 수 있다.

◯ 오류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오류

1

필수 오류 메시지의 크기, 색상, 위치 등은 사용자가 빠르
게 오류 발생 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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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오류 및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2

필수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오류가 어떤 지점에서 발생

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3

필수 오류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문제를 수정할 수 있

는 방법을 함께 제공하면 효과적으로 오류를 수정
할 수 있다.

정중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4

권장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상황을 알려

주는 정보이므로, 정중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용자
를 안심시켜야 한다.

9) 지원/기타
‘지원/기타’에서는 사용자가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보다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세 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지원/기타’
패턴을 이용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
다.
◯ 직원검색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직원 목록에 직원의 이름, 부서, 담당업무, 연
락처를 표시하고 있다.
직원검색

1

필수 사용자와 정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

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기관 직원의 명단과 연
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단, 국방·통일·안보 등 보안
이 필요한 일부 기관 및 직위의 명단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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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검색 입력폼과 전체 직원 목록을 함께 제공하
고 있다.
2

검색 수행 이전에 입력폼만 단독으로 표시하거나
권장 빈 목록을 제공하게 되면, 찾고자 하는 직원의 정
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정보를 파악하
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체 직원 목록을 기본
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목록에서 직원 정보를 탐
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업무는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3

권장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통하고자 하므로, 업무 정보
에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간략하게 구성하여 사
용자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관위치 확인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1

필수 잘못된 기관의 연락처나 위치 정보로 인해 사용자
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는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기관의 위치를 표시한 약도나 지도를 제공하
고 있다.
기관위치

2

확인

주소 텍스트 이외에 약도 또는 지도를 제공하여, 사용자

필수 가 위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약도와 지도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는 두 정보를
별도의 탭으로 구분하거나, 지도를 새 창으로 표시하여
화면의 혼잡도를 줄여야 한다.

약도는 위치 및 주변 정보를 적절하게 도식화
하여 제공하고 있다.
3

권장 약도는 기관의 주변 정보를 적절한 수준으로 포함
하고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가 약도만으로 대략적인 위치 정보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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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기 쉽게 구조화하여 표
현하고 있다.
4

권장 기관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
송 수단 및 경로 정보는 논리적으로 구조로 구성
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
록 표현해야 한다.

위치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5

권장 사용자가 별도의 검색 없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교통수단 안내 웹사이트, 운송 시간표
안내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
는 것이 좋다.

◯ 도움말 찾기
상세패턴

번호 구분

점검항목

YES

NO

N/A

제목은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
공하고 있다.
1

권장 도움말의 제목을 구성하는 데 실제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반영함으로써, 사용자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목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찾기

도움말의 개수가 많은 경우, 도움의 유형, 도움말

2

필수 이 필요한 사용자 유형 등 의미 있는 단위 별로
도움말을 분류하여 제공하면 사용자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
하고 있다.
3

필수 사용자가 유용한 도움말을 찾지 못한 경우를 대비
하여, 목록이나 상세 도움말 주변에 관리자에게 직
접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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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I·UX 품질 평가표
UI·UX 품질 평가표는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성 관련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발주자와 개발업체가 사전에 목표점수를 정의하고 목표점수 이하의 웹사이트는 반드시
개선절차를 거쳐야 한다.
UI·UX 품질 평가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총체적인 사용자경험을 정성적(定性的,
qualitative)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진단하는 도구로써,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응답결
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지수화할 수 있다.

가. 평가 방법
○ 본 진단모델은 경험요소(대항목)별 진단항목(세부 측정항목)으로 구성됨
○ 항목별 배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점)

(4점)

(3점)

(2점)

(1점)

○ 100점 환산법 : 26 *



 

 



   

: 항목별 배점

○ 최종 사용자경험 진단점수는 경험요소(대항목)의 평균값 사용

나. 진단결과의 활용
○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UI·UX 설계 기준’의 관련 경험요소 항목을 참조하여
사용자경험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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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평가표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품질 평가표
항목 번호

UI·UX 설계 기준

1 ~ 3

1.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4 ~ 7

2.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한다.

8 ~ 14

3.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15 ~ 18

4.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19 ~ 22

5.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23
24 ~ 26

6. 모든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7.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

다. UI·UX 품질 평가표
번

항목

호
1

2

3

4

웹사이트의 콘텐츠 및 기능은 유용하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기능은 내가
원하는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하다.
원하는 작업에 필요한 콘텐츠와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가 나의 행동에 반응하는 속도는
적절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5

필요한 콘텐츠와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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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항목

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나의 목표와 관련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콘텐츠의 구성과 제공 순서는 이해하기 쉽다.
웹사이트에 사용된 문장과 단어는 이해하기
쉽다.
단어/명칭은 웹사이트 전체에서 일관성이 있다.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레이아웃은
일관성이 있다.
기능이 작동하는 방식은 일관성이 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 배워야 할
내용이 거의 없다.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이용 중 예상하지 않은 동작이
실행되지 않는다.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장비나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웹사이트의 설정이나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웹사이트는 내가 필요하거나 관심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기능은
혼동되거나 헷갈리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156

제5장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품질 진단서

번

항목

호
20

21

22

23

24

웹사이트는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도와준다.
오류를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작업을 취소하거나 쉽게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페이지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5

원하는 페이지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쉽다.

⑤

④

③

②

①

26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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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자가진단지표
전자정부 웹사이트 설계는 UI·UX 가이드 내용 외의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개방성, 웹 최
적화라는 4개의 품질요인에 대한 진단 기준과 검사 방법을 "전자정부 웹사
이트 자가진단지표"에 담아 제공합니다. UI·UX 가이드 활용 시 자가진단
지표를 부가적으로 활용하면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을 한층 더 개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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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배경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 및 정책 참여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된다. 국
민들은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원하는 민
원을 처리함으로써 정부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편의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협 받고 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와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
트에서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서비스의 제공목적과 서비스 수행
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갖추었으나, 웹사이트의 운영자 즉 공급자의 시각으로 구축되
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낮다.
웹사이트 구축, 운영 및 사용에 관련된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도 역시 전자정부 웹사이
트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기기와 웹브라우저
를 통해 웹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기기는 화면 크기에 따라 다른 설계 방식이 사용되어
야 하며, 특히 모바일 기기의 사용 방식은 웹사이트의 용량과 반응속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웹브라우저는 유형별로 문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점을 고려
하지 않으면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버전이 다양해질수록 화면에 표시되는 웹페이지, 이용
할 수 있는 기능에 차이가 발생하기 쉽다.
위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여 높은 품질의 안정적인 전자정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웹사이트의 품질과 관련된 요소들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기존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웹 접근성과 웹 호
환성은 웹사이트의 일부 특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지표로, 앞서 지적된 문제를 포괄하
기에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이외에 웹사이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여 해당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자가 진단지표의 목적은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웹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제공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의 품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전체 품질 유
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단 기준과 평가 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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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나. 진단지표

전자정부 웹사이트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4개의 웹사이트 품질요소, 즉 웹 접근성, 웹 호
환성, 웹 개방성, 웹 최적화의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가 발견된 항목을 개선하는데 참조
할 수 있다.
Ÿ

웹 접근성

웹 접근성 진단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전자정부 웹사이트 콘텐츠에 접
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Ÿ

웹 호환성

웹 호환성 진단지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이용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수용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Ÿ

웹 개방성

웹 개방성 진단지표는 사용자가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모든 정보에 아무런 제
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Ÿ

웹 최적화

웹 최적화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데까지의 응답
시간의 적절성과 링크의 관리를 평가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자가 진단지표 요약 >
구분

진단지표

내용

진단방법

웹
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반의 24개 지표,
24개 진단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전자정부 자동진단 및
웹사이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가
수동진단

웹
호환성

웹 호환성 진단지표 기반의
3개 지표, 6개 진단기준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이용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가

웹
개방성

사용자가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4개 진단지표, 4개 진단기준 모든 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자동진단

웹
최적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데
2개 진단지표, 3개 진단기준 걸리는 시간이 적절하고, 링크가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자동진단

자동진단 및
수동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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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2.1, TTAK.OT-10.0003/R2)’을 기
준으로 준수여부를 진단한다. 웹 접근성 자가 진단지표는 총 24개의 진단지표와 하위 진
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에는 자동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수동평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가. 자가진단지표
구분

웹
접근성

진단지표

진단기준

진단방법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멀티미디어 자막 제공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그래프, 차트, 지도, 필수 입력항목
등)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1 이상을 만족하는가?

수동진단

자동 재생 금지

3초 이상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가?

수동진단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가 여백, 테두리, 구분선,
명도대비 등을 이용하여 구별되는가?

수동진단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가?

수동진단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수동진단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는가?

수동진단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가?

수동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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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구분

진단지표

진단기준

진단방법

정지 기능 제공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정지, 이전, 다음 기능 등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가?

수동진단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가?

수동진단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 뛸 수
있는가?

수동진단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기본 언어 표시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하고 있는가?

수동진단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는가?

수동진단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가?

수동진단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는가?

수동진단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하는가?

수동진단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웹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였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수동진단

나. 진단도구

웹 접근성 평가 시 일부 기준은 자동 진단 도구를 이용한 진단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자
동 진단 도구는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태그, 속성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즉,
내용의 적절성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웹 접근성 전문가의 부가적인 확인을 필수적으로 진
행해야 하며, 자동 진단 도구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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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WAX
OpenWAX는 전체 24개의 진단지표 중 12개 항목을 진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웹 접
근성 자동 평가 도구이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진단결과를 제
공하기 때문에 준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크롬브라우저 웹 스토어에서

진단 대상 웹사이트 접속 후,

OpenWAX 검색 → 확장 프로그램 추가

브라우저 툴바에서 도구 실행

진단 기준을 클릭하여 준수 여부 확인

Colour Contrast Analyser
텍스트, 콘텐츠 요소와 배경 사이 등의 명도 대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설치형 진단 도구이
다. ‘2.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4.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지표를 진단하는 데 사
용된다. 확인이 필요한 색상값을 입력하여 명도대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
다.

Colour contrast Analyse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한 콘텐츠 요소의 색상을

설치파일(exe) 다운로드 후 실행

직접입력하거나 화면에서 선택하여 검사 실행

* Colour contrast Analyser: https://developer.paciellogroup.com/resources/contrastanaly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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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ntrast Checker
Color Contrast Checker는 앞서 소개한 Colour Contrast Analyser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설치가 어려운 환경인 경우, 온라인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명도대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 색상 슬라이더를 움직여 동일한 색상
범주 내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색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Colour contrast Checke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사실행 및 결과 확인

확인이 필요한 색상값 입력 또는 선택

* Color Contrast Checker: https://webaim.org/resources/contrastchecker/

웹 브라우저 개발자도구
웹 브라우저에 내장되어있는 개발자도구를 활용하면 다양한 웹 접근성 문제를 보다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다. HTML, CSS 코드에 사용된 속성이나 값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웹 접근성 문제가 어느 위치, 어떤 측면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다.
Chrome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F12, Ctrl + Shift + I, 또는 웹페이지 우클릭 후 검사 클릭)

(F12 또는 설정-개발자도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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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단방법

01. 대체 텍스트 제공
Ÿ

진단기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가?
Ÿ

검사방법

OpenWAX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적절한 대체 텍스트(img), 적절한 대체 텍스트(bg), 적절한 대체 텍스트(object) 세 가지 항목 검사

Ÿ

확인내용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대체 텍스트의 내용은 적
절한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로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올바른 적용(O)

잘못된 적용(X)

<img src=“logo.png” alt=“대한민국정부”>

<img src=“logo.png”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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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멀티미디어 자막 제공
Ÿ

진단기준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
하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자막, 수화, 원고 등이 제공되었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자막 제공
올바른 적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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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Ÿ

진단기준

콘텐츠(그래프, 차트, 지도, 필수 입력항목 등)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
공하는가?
Ÿ

검사방법

OpenWAX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색에 무관한 인식 항목의 흑백 토글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하여 검사

Ÿ

확인내용

서로 구분이 필요한 콘텐츠를 색상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색상정보 없이 범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제공 예시
올바른 적용(O)

잘못된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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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Ÿ

진단기준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공하
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지시사항을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지시 사항 제공
올바른 적용(O)

잘못된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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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Ÿ

진단기준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1 이상을 만족하는가?
Ÿ

검사방법

명도대비 확인 도구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Colour Contrast Analyser를 이용한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확인
확인이 필요한 요소의 색상(전경색)과 배경색을 HEX 코드로 입력하거나 화면에서 직접 선택하여 검사

Ÿ

확인내용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대비가 4.5대 1(브라우저의 확대기능이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3대 1) 이상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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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적용예시

올바른 적용(O)

잘못된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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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동 재생 금지
Ÿ

진단기준

3초 이상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자동으로 3초 이상 재생되는 배경음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사용자가 재생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는 동영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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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콘텐츠 간의 구분
Ÿ

진단기준

이웃한 콘텐츠가 여백, 테두리, 구분선, 명도대비 등을 이용하여 구별 되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이웃한 콘텐츠 사이에 구별될 수 있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이웃한 콘텐츠를 선을 이용하여 구분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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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키보드 사용 보장
Ÿ

진단기준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가?
Ÿ

검사방법

키보드를 이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키보드 진입 여부 검사

기능의 실행 여부 검사

또는

+

또는

라디오버튼, 체크박스,
가로 스크롤 등의 검사

세로 스크롤 등의 검사

다양한 키를 활용하여 운용 가능 여부 점검

Ÿ

확인내용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장치 독립적인 이벤트 핸들러를 제공한 예시
<a href="/woopuns/woopuns main.jsp" onmouseover="swapImageOn(1)"
onfocus="swapImageOn(1)" onmouseout="swapImageOff(1)"
onblur="swapImageO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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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초점 이동
Ÿ

진단기준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Ÿ

검사방법

키보드를 이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초점의 순방향 이동

초점의 역방향 이동

+

키보드를 이용하여 화면에서 초점을 순방향, 역방향으로 이동시키며 검사진행

Ÿ

확인내용

초점이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는지, 키보드 초점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키보드 초점이 관례를 따라 순서대로 이동하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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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작 가능
Ÿ

진단기준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 PC는 17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측정, Mobile은 4인치 화면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검사 진행

Ÿ

확인내용

컨트롤 요소의 대각선 길이를 측정하여 기기별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컨트롤 요소의 대각선 길이를 6mm 이상으로 제공한 예시

대각선 길이 257px → 약 7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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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응답시간 조절
Ÿ

진단기준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응답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
한다.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평가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르
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Ÿ

적용예시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종료 시간을 안내하고 연장수단을 제공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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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지 기능 제공
Ÿ

진단기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정지, 이전, 다음 기능 등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의 움직임을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시간에 따라 콘텐츠가 변경되는 슬라이드 배너에 정지 수단을 제공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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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Ÿ

진단기준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초당 3~50회 주기로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깜빡임이나 번적임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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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Ÿ

진단기준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는가?
Ÿ

검사방법

- OpenWAX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링크를 페이지 최상단에 제공하였으며, 클
릭 시 텍스트로 안내하는 영역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초점이 진입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공한 건너뛰기 링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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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목 제공
Ÿ

진단기준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하는가?
Ÿ

검사방법

- OpenWAX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제목제공(<title>), 제목제공(frame), 제목제공(<h1>~<h1>) 세 개 항목 검사

Ÿ

확인내용

웹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각각 <title> 요소, title 속성, <h1>~<h6> 요소를
사용하여 적절한 내용의 제목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제목 제공 예시

<title>정부기관 홈페이지 | 기관 정보 | 정책·정보 | 정부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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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Ÿ

진단기준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가?
Ÿ

검사방법

OpenWAX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링크 텍스트를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더보기 버튼의 용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링크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 예시

<a href="#">자주 찾는 서비스 더보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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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본 언어 표시
Ÿ

진단기준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OpenWAX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웹문서의 <html> 태그에 lang 속성을 사용하여 기본 언어를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Ÿ

적용예시

- HTML 4.01 이상 표준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EN"
"http://www.w3.org/TR/html4/strict.dtd">
<html lang="ko">
<head>

- XHTML 1.0 표준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lang="ko" xml:lang="ko">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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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Ÿ

진단기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이 실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링크를 실행하기 전에 새 창 열림 동작을 안내한 예시
<a href=“#” target=“_blank”>target 속성을 이용한 새 창 열림 안내</a>
<button type=“button” onclick=“window.open(content)” title=“새 창 열림”>title 속성을 이용한 새 창
열림 안내</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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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콘텐츠의 선형 구조
Ÿ

진단기준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하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콘텐츠가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콘텐츠가 비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는 경우

<ul>
<li>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i>
<li>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li>
<li>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li>
<li>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li>
<li>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li>
<li>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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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의 구성
Ÿ

진단기준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가?
Ÿ

검사방법

웹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데이터 테이블에 caption 태그, summary 속성을 이용하여 표의 제목과 용도를 적절
히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HTML5 이상에는 table 태그의 summary 속성이 삭제되었으므로 caption 요소만 확인

Ÿ

적용예시

- 데이터 테이블의 요약과 제목 제공

<caption>
<strong>국내거주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민원 목록</strong>
<p>번호, 민원사무명, 인터넷신청 버튼, 처리기관, 소관기관, 인증서 정보제공</p>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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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레이블 제공
Ÿ

진단기준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OpenWAX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입력 서식에 1:1로 대응하는 레이블이나 title 속성값을 적절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
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입력서식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예시

<div class="result_chang">
<input type="checkbox" id="reChk" name="reChk" onclick="checkReSearch();">
<span><label for="reChk">결과 내 재검색</label></span>
<input type="checkbox" id="skma" name="pq" onclick="kma_chk();">
<span><label for="skma">자연어 검색</label></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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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류 정정
Ÿ

진단기준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오류가 발생한 영역으로 자동으로 초점
이 이동하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오류 정정 기능 제공 예시
1. 검색 창에 빈값 입력

2. 오류 안내

3. 오류가 발생한 입력 서식으로 초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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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크업 오류 방지
Ÿ

진단기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하는가?
Ÿ

검사방법

W3C가 제공하는 마크업 검사 도구를 활용한 자동진단 결과를 수동점검

웹사이트 주소 입력, 마크업 파일 업로드, 마크업 텍스트 직접 입력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https://validator.w3.org/

Ÿ

확인내용

마크업 언어의 요소에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 열고 닫음 오류
<p>닫는 태그가 누락되었다.

- 중첩 관계 오류
<ul>
<li><span>태그의 중첩관계가 잘못 사용되었다.</li></span>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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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중복 사용 오류
<div id=“content” class=“markup example” id=“block”>id 속성이 중복 선언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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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Ÿ

진단기준

웹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였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운영체제 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작되어 보조기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애플리케이션
이 지원되지 않는 환경에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Ÿ

적용예시

자체적 접근성 또는 대체 콘텐츠 제공
올바른 적용(O)

플래시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에서 빈 상태로
제공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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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호환성
웹 호환성은 서비스 이용자의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
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
성 준수지침(고시 제2017-26호)’의 6개 진단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웹 환경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브라우저, 플
랫폼, 기기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여러 브라우저 간 웹
사이트 소스코드 해석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웹사이트의 호환성 문제는 작게는 웹사이트의 시각적 차이에서 시작하여 브라우저 별로
작동될 수 있는 기능의 차이역시 발생시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일관성 있는 경험을 헤
친다.
따라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사용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웹사이트가 표준 문법 및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환경에 관계
없이 동등한 화면을 표시하고 기능이 구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 자가진단지표
구분

진단지표

진단기준

진단방법

표준 (X)HTML문법을 준수하는가?
웹 표준 문법 준수

수동진단
표준 CSS문법을 준수하는가?
다양한 웹브라우저에 따른 기능 호환성을
확보하였는가?

웹
호환성

웹 호환성 확보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화면표시가 동등하게
구현 되었는가?

다양한
웹브라우저
를 활용한
수동진단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하는가?

자동진단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을 활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가?

수동진단

비표준 기술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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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단방법

01. 웹 표준 문법 준수(HTML)
Ÿ

진단기준

표준 (X)HTML문법을 준수하는가?
Ÿ

검사방법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1. 웹사이트 주소 입력(URI), 마크업 파일 업로드, 마크업 텍스트 직접 입력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
※프레임 사용, HTTPS, 방화벽 등의 보안기술이 자주 사용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특성
상, URI 방식으로 진단할 경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크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마크업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진단하는 것을 권장

2. 결과화면
※HTML5의 경우 Nu HTML Checker로 자동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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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HTML5를 활용한 자동진단
1. 웹사이트 주소 입력, 마크업 파일 업로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 표준 진단 실행

2. 결과확인

Ÿ

확인내용

진단을 통해 검출된 표준 문법 준수 관련 오류 및 경고 내용을 확인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자가진단지표

194

웹 호환성

02. 웹 표준 문법 준수(CSS)
Ÿ

진단기준

표준 CSS문법을 준수하는가?
Ÿ

검사방법

- W3C CSS Validator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1. 웹사이트 주소, 스타일시트 파일, 마크업 텍스트 직접 입력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
※ 프레임 사용, HTTPS, 방화벽 등의 보안기술이 자주 사용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특성
상, URI 방식으로 진단할 경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크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마크업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진단하는 것을 권장

2.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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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HTML5 ‘웹 표준 진단’을 활용한 자동진단

01. 웹 표준 문법 준수(HTML) 참조
Ÿ

확인내용

진단을 통해 검출된 오류 및 경고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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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웹 호환성 확보(기능)
Ÿ

진단기준

다양한 웹브라우저에 따른 기능 호환성을 확보하였는가?
Ÿ

검사방법

- 웹브라우저 부가기능을 이용한 수동진단

개발자도구를 실행하여 ‘Console’ 탭에서 출력되는 Javascript, DOM 경고 및 오류 내용 검사

- 기능 동작여부에 대한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 오류 및 DOM 경고를 확인하고, Javascript가
의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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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웹 호환성 확보(화면표시)
Ÿ

진단기준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화면표시가 동등하게 구현 되었는가?
Ÿ

검사방법

-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활용한 수동 진단
Chrome

Internet Explorer

Opera

Firefox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화면을 비교하여 검사

Ÿ

확인내용

3종 이상의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및 콘텐츠 등의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웹 브라우저의 특성에 의한 폰트, 픽셀 등의 차이는 예외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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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비표준 기술 제거
Ÿ

진단기준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하는가?
Ÿ

검사방법

KOREA HTML5를 활용한 자동진단
1. 웹사이트 주소 입력, 마크업 파일 업로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 표준 진단 실행

2.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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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확인내용

웹사이트에서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등) 사용 여부와 메뉴, 동영상 등
에 웹 표준이 아닌 방식으로 멀티미디어(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애플릿, 미디어플레
이어 등)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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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비표준 기술 제거(최신 기술사용)
Ÿ

진단기준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을 활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 W3C HTML Validation Service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01. 웹 표준 문법 준수(HTML) 참조
- KOREA HTML5 ‘웹 표준 진단’을 활용한 자동진단

01. 웹 표준 문법 준수(HTML) 참조
Ÿ

확인내용

최신 웹 표준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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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개방성
웹 개방성은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4개의 진단지표 하위 기준을 활용한다. 웹 개방성 진단지표는 웹사이트의 정
보 공개 및 개방에 대한 구글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자유롭게 공개 및 공유되면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향
상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민원업무, 정책 등의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들을 개방하여 사용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 자가진단지표
구분

진단지표

진단기준

진단방법

특정 검색엔진 접근
차단

특정 검색엔진에 대해 해당 페이지를
노출하지 않거나 웹사이트에서 웹 방화벽
등을 사용하여 검색 로봇을 차단하고 있는가?

수동진단

검색 로봇 접근 차단

웹사이트에 검색 로봇을 차단하여 외부 검색
사이트에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검색을
통제하고 있는가?

자동진단

웹
개방성

meta 태그에 noindex, nofollow 속성을
페이지 정보 수집 거부 설정하여 페이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가?
페이지별 URL 차단

검색 결과에 대한 외부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수동진단

수동진단

* 자가진단지표 참조 가이드라인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 기본 가이드’
네이버 ‘검색엔진 최적화 기본 가이드’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웹 개방성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웹발전연구소 ‘웹개방성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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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단방법

01. 특정 검색엔진 접근 차단
Ÿ

진단기준

특정 검색엔진에 대해 해당 페이지를 노출하지 않거나 웹사이트에서 웹 방화벽 등을
사용하여 검색 로봇을 차단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User-Agent Switcher를 활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1. 웹스토어에서 ‘User-Agent Switcher’를 검색하여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에 추가

2. 확장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확인이 필요한 브라우저와 버전을 선택하여 적용

Ÿ

확인내용

선택된 검색엔진에 대해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는지, 검색 로봇 차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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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검색 로봇 접근 차단
Ÿ

진단기준

웹사이트에 검색 로봇을 차단하여 외부 검색 사이트에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검
색을 통제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 전문가 수동진단

진단 대상 웹사이트 주소 뒤에 ‘robots.txt’를 추가

- KOREA HTML5를 활용한 자동진단

웹사이트 주소 입력, 마크업 파일 업로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 개방성 진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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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확인내용

URL 검색결과 페이지의 User-agent 및 Disallow를 확인한다.
올바른 적용(O)

잘못된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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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페이지 정보 수집 거부
Ÿ

진단기준

meta 태그에 noindex, nofollow 속성을 설정하여 페이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웹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이용한 전문가 수동진단
Ÿ

확인내용

- meta 태그에 사용된 content 속성의 noindex 값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

- meta 태그에 사용된 content 속성의 nofollow 값
<meta name=“robots” content=“no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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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페이지 URL 차단
Ÿ

진단기준

검색 결과에 대한 외부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전문가 수동진단

웹사이트의 통합 URL을 입력하여 접근 가능여부 검사

→

→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여 주소창 검사

Ÿ

확인내용

웹사이트와 내부 콘텐츠가 고유의 URL을 보유하고 있고 URL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특정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링크가 걸려 있는 게시물, 검색결과를 클릭하여 페이지가 변경되었음에도 URL
이 변경되지 않아 검색로봇이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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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 최적화
웹 최적화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데까지의 응답시간
과 웹사이트에 제공된 링크의 연결이 적절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적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메인 페이지의 응답속도, 메인 페이지 용량, 웹사이트 링크연결 세
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웹사이트의 응답속도 및 용량은 이미지, 폰트 사용으로 인한 용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반응형 웹사이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가 사용자의 행동에 지나치게 느리게 반응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를 신뢰하지 않
게 되며 웹페이지에서 빠르게 이탈한다. 웹사이트의 전체 용량이 줄어들면 반응속도가
빨라져 사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데이터 전송량이 감소하여 웹사이트 유지비
용이 감소한다.
응답 속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체감 속도이다. 웹사이트의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체감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평가를 통해 웹사이트의 응답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하여 상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가. 진단지표
구분

웹
최적화

진단지표

웹사이트 응답 속도
최소화

웹사이트 링크 관리

진단기준

진단방법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적절한 속도(3초
이내)로 로딩되는가?

자동진단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용량은 적절한
크기(3MB)로 제공되고 있는가?

자동진단

웹사이트 링크 정보는 링크가 단절(Dead
link)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자동진단

나. 진단도구

다른 품질지표 측정하는 도구에 비해 웹의 최적화, 즉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도구는 매우 풍부하다. 그러므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측정이 필요한 값, 예산
등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면 된다. 웹의 응답 속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본 진단지표에서는 아래 목록 중 ‘WEBPAGETEST’를 이용한 응답속도 측정법을 안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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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해당 도구가 무료로 제공되며, 로딩 속도와 페이지 용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
는데다 국내 서버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
서

도구명

진단

가격

기능 및 특징
Ÿ

파일 크기 로딩 시간, 전반적인 웹
페이지의 세부사항을 보고

1

Pingdom

온라인

https://tools.pingdom.com/

무료,
14.95달러/
월

Ÿ

100점 기준의 속도 평가

Ÿ

Yslow와 GooglePagespeed의 방식 사용

Ÿ

정보 정렬 및 필터기능

Ÿ

폭포수 차트(Waterfall chart)로 결과 제공

Ÿ

성능 등급과 팁을 검사할 때, 다양한
지역을 고려

Ÿ

페이지 분석에서는 HTTP 서버응답코드와
로딩시간, 페이지 크기와 요청사항을 제공

Ÿ

성능 히스토리 추적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Ÿ

사이트 속도개선을 확인할 수 있음
보고서 히스토리와 사이트 폭포수 차트
제공

Ÿ

보고서를 PDF 버전으로제공

Ÿ

GooglePageSpeed 등급과 Yslow 등급을
사용하여 앞단의 성능을 평가

Ÿ
2

G.T Metrix
https://gtmetrix.com/

온라인

무료(3개
URL),
14.95달러/
월 ~

정확한 문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디오제공(Playback)

Ÿ

웹사이트에 광고가 없을 경우 응답성을 알
수 있도록 광고 차단기능을 제공

Ÿ

웹사이트 데이터를 일간, 주간, 월간으로
보고하고 경고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

Ÿ

URLwhitelist/blacklist, 쿠키세션,
절약보고서 데이터, 광고차단 등과 같은
고급기능 제공

Ÿ

서로 다른 기기와 스크린 해상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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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개발자
툴킷 제공
Ÿ

요소에 대해 F에서 A까지 등급을 산출함

Ÿ

큰 이미지 최적화기능 제공

※ 7개 지역에서 평가
Ÿ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링크를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 선택 가능

3

Keycdn

Ÿ

보고서에 폭포수 차트와 미리보기 포함

Ÿ

HTTP요청수에 대해 알 수 있음

Ÿ

14개의 서로 다른핑(Ping)을 이용한
검사와 지연시간검사를 수행

온라인

무료

https://tools.keycdn.com/speed

Ÿ

IP위치찾기도구를 통해 IP주소와
호스트네임을 확인할 수 있음

Ÿ

HTTP 상대코드와 DNS 등을 포함

Ÿ

HTTP/2테스트

※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평가하며 가볍고
단순
Ÿ 성능 리뷰, 상세 내용, 요약, 콘텐츠 분석,
스크린샷으로 구성
Ÿ

사이트 성능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위해
자원로딩보고서와 폭포수 차트 제공

4

Webpagetest

온라인

Ÿ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제안

Ÿ

다중 URL 비교 가능

Ÿ

색상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콘텐츠 요소를

무료

구분

http://www.webpagetest.org/

Ÿ

SSL인증, 다중단계 트랜젝션, 콘텐츠차단,
자바스크립트 사용안함, 비디오캡쳐 등의
고급기능 제공

Ÿ

F-A의 등급 체계

※ first view, repeat view를 고려,
40개지역, 모바일을 포함한 25개

5

Dotcom Monitor
https://www.dotcom-tools

온라인

무료, 5.99
달러/원 ~

브라우저에서 테스팅
Ÿ 요소 중 가장 빠른 10%와 가장 느린 10%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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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website-speed-test.
aspx

Ÿ

주요 보고서는 폭포수 차트 형태로 제공

Ÿ

SSL은 데이터 송수신 간 암호화 제공

Ÿ

오류에 대한 검사와 속도개선 진단

Ÿ

핑테스트로 네트워크 연결성 검사

※ 23개 지역에서 검사하며 7개 브라우저에
대해 선택적 테스팅 가능
Ÿ 단일 대상 호스트로부터 다중 동시 TCP
연결 사용

6

Load Impact

온라인

https://loadimpact.com/

무료(10개
테스트/월),
119
달러/월~

Ÿ

사전 스크립팅과 자동 스크립팅

Ÿ

사용하기 쉬운 시나리오 녹화

Ÿ

HTTP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지원

Ÿ

60초 내에 사용자를 0에서 100,000까지
증가

Ÿ

Opera, Chrome, Firefox와 같은
브라우저 에뮬레이션 가능

※ 전 세계 다양한 10개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메트릭이 매우 상세
Ÿ 최종 보고서는 폭포수 차트, 도메인 그룹
섹션으로 구성
Ÿ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사이트 방문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7

Uptrends
https://www.uptrends.com/

온라인

무료,
13.35
달러/월

Ÿ

API 제어를 위한 다중단계 API 모니터링

Ÿ

웹사이트 성능 향상을 위한 종합적
모니터링

Ÿ

전체 페이지 확인을 통한 서드파티
모니터링

※ 세계 184개 지역에서 측정, 성능 평가에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모두 사용
※ 서드파티 스크립트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확인하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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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단방법

01. 웹사이트 응답 속도 최소화(로딩 속도)
Ÿ

진단기준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적절한 속도(3초 이내)로 로딩되는가?
Ÿ

검사방법

WEBPAGETEST를 이용한 자동진단
1. 진단할 웹사이트 주소 입력, 검사 지역 및 브라우저 선택 후 검사

2. 결과 확인

* WEBPAGETEST: https://www.webpaget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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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확인내용

진단 결과에서 ‘Fully Loaded > Time’ 항목을 확인하여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가 3초
이내로 로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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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웹사이트 응답 속도 최소화(페이지 용량)
Ÿ

진단기준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용량은 적절한 크기(3MB)로 제공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 WEBPAGETEST를 이용한 자동진단
‘Fully Loaded > Bytes In’ 항목 검사

* 진단도구 및 절차는 ‘01. 웹사이트 응답 속도 최소화(로딩 속도)’ 참조
- 웹 브라우저 개발자도구를 이용한 수동진단
* Google Chrome 브라우저를 이용한 검사방법
1. 평가가 필요한 웹사이트 접속 후, 브라우저 개발자도구 실행
네트워크(Network) 탭에서 Ctrl + E를 눌러 네트워크 활동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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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의 캐시 기록을 삭제하고 새로고침

3. 창 하단에 표시되는 전송파일 크기 검사

Ÿ

확인내용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용량이 3MB 이하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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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웹사이트 링크 관리
Ÿ

진단기준

웹사이트 링크 정보는 링크가 단절(Dead link)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Ÿ

검사방법

KOREA HTML5를 활용한 자동진단

1. 웹사이트 주소 입력, 마크업 파일 업로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 연결성 진단 실행

2. 결과 확인

Ÿ

확인내용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단절된 링크가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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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웹 최적화 방안
웹사이트의 응답속도를 기준 시간과 용량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측면 중 데이터 구조,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최적화 방안을 제공한다.
웹 최적화 방안은 Google Developers 웹사이트와 최적화와 관련 문헌에서 제공된 방안
을 정리한 것이다.

* 최적화 방안 참고 문헌
Google Developers 웹사이트: https://developers.google.com/web/
Hogan, L. C. (2016). 디자이너를 위한 웹 성능 최적화 기법 (정용식, 옮김). 서울:인사이트.
Souders, S. (2008). 웹 사이트 최적화 기법: UI 개발자를 위한 필수 지침서 (박경훈, 옮김). 서
울:아이티씨.

1

HTTP 요청수를 최소화한다.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 통신 시간은 HTTP 요청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HTTP 요청수
가 줄어들수록 웹페이지의 응답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① 스타일시트와 스크립트는 외부 파일로 제공한다.
여러 웹문서에 공통적으로 혹은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시트, 자바스크립트는 별도 파
일로 저장하여 호출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파일을 여러 문서에서 반복하여 호출할
때, 브라우저는 매번 파일을 새로 내려 받지 않고, 기존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 정보를
활용하는 캐시기능을 통해 빠르게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파일로 관
리하게 되면 개별 웹문서의 코드를 간소화 할 수 있고 용량이 줄어들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이용자 당 방문 페이지 수(Page View, PV)가 적거나 캐시 이용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웹문서에서 인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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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시트와 자바스크립트의 외부 연결로 제공 한 예시
<!DOCTYPE html>
<html lang="ko">
<head>
<meta charset="utf-8">
<link rel="stylesheet" href="/css/master.css">
<title>...</title>
</head>
<body>
...(생략)...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js/main.js"></script>
</body>
</html>

② 헤더에 만료기한을 추가한다.
HTTP 응답헤더(Response header)에 특정 요소에 대한 만료 기간을 명시하면 웹 클
라이언트는 헤더에 명시된 기간 내에는 해당 요소를 표시하기 위해 캐시에 저장된 정
보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HTTP 요청수 및 HTTP 반응 크기가 줄어들게 되며 결
과적으로 웹페이지가 더 빠르게 로딩될 수 있다. 이미지 요소에 만료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크립트나 스타일시트를 포함하여 내용이 자주 변경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사용하면 HTTP 요청수를 줄일 수 있다.
- HTTP 버전 별 만료기한 설정 예시
HTTP 1.1
Cache-Control: max-age=315360000

HTTP 1.0
ExpiresDefault "access plus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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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vascript, CSS 등의 파일의 배치와 호출을 최적화한다.

사용자들이 화면에서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전에 브라우저는 HTML,
Javascript, CSS 등의 문서를 해석(Parsing)하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도록 체계(렌더 트
리)를 형성해야 한다. Javascript, CSS 등의 파일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필요한 상
황에서 호출하면 브라우저의 해석 과정이 방해받지 않으므로 요소들을 빠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스타일시트를 위에 배치, 스크립트를 아래에 배치한다.
스타일시트는 브라우저가 렌더 트리를 생성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스타일시트 파
일을 최대한 빨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문서의 위쪽인 <head> 태그와 </head> 태
그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스크립트는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 동안 브라우저의 DOM 해석을 중단시켜
화면 표시를 방해하고, 선택을 했을 경우에만 동작하기 때문에 문서 아래에 배치한다.
- 예시 코드
<!DOCTYPE html>
<html lang="ko">
<head>
<meta charset="utf-8">
<link rel="stylesheet" href="/css/master.css">
<title>...</title>
</head>
<body> ...(생략)...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js/main.js"></script>
</body>
</html>

② HTML과 CSS 파일이 로딩 된 이후에 Javascript를 호출한다.
스타일시트와 Javascript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 외에도 Javascript를 이용하여 스크립
트의 호출 순서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HTML과 CSS의 로드 이벤트를 탐지하여,
로딩이 완료된 후에 스크립트 파일을 호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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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방식을 최적화한다.

웹 페이지가 얼마나 빨리 로딩되었는지 이외에도 로딩된 페이지를 이용하는 중 경험하게
되는 페이지의 반응 속도 역시 사용자에게 중요하다.
① 스타일시트에서 선택자는 가능한 간결하게 사용한다.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대상이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스타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HTML 문서에 표현된
DOM 요소 중에서 스타일시트에서 선택한 요소와 일치하는 항목을 찾는 과정이 필요
한데, 계산이 많이 필요한 선택 방식이 사용되면 이 과정에 CPU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위 선택자(Descendant selectors)는 DOM의 트리구조를 따라
특정 DOM 요소 하위에 위치한 요소들을 탐색해야하기 때문에 계산에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선택자를 가능한 간결하게 사용하여 브라우저가 계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범위를 줄임으로써 콘텐츠가 빠르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간결한 선택자 사용 예시

.first-box-title {

- 과도한 선택자 사용 예시
header nav .box:nth-last-child(-n+1)
.title {

/* styles */
}

/* style */
}

② 복잡한 레이아웃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웹브라우저는 요소를 표시하기 위해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을 차지하고 페이지의 어
디에 배치되는지, 즉 요소의 기하학적 정보를 계산해야 한다. 상위요소의 기하학적 정
보가 하위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레이아웃 계산 과정
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너비, 높이, 상대적 위치와 같은 기하학적 속성값의 변경을 피하고, position, float 속
성과 같은 고전적인 레이아웃 모델 대신 flex-box와 같이 가능한 최신의 레이아웃
모형을 이용한다면 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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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트를 이용하여 요소들의 기하학적 속성값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크립트에서
계산 과정이 여러 번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Chrome 브라우저를 이용한 레이아웃 계산의 병목 현상 탐지 방법 >
1.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저 개발자도구를 실행하여, 성능(Performance) 탭에서
성능기록 (Ctrl + E 또는

)

2. 기록되는 동안 페이지 이동 없이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동작과 기능을
수행한 후 기록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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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일 재계산 비용(Rendering) 확인

*

그래프에서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사용되는 지점을 확인

*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계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산이
스타일시트에서 발생하는지, 스크립트에서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성능 개선
작업 진행

③ 핵심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
레이지 로딩(Lazy loading)기법은 페이지를 로딩 할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
(일반적으로 화면 밖에 위치한 콘텐츠)를 구분하여 필요한 시점에 보이도록 하는 기
법을 의미한다.
웹페이지의 모든 요소를 다운 받는 동안 사용자들은 화면에서 아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트를 느리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요소만 우선적
으로 다운로드하여 표시하거나, 콘텐츠가 완전히 표시되기 전에 플레이스홀더를 표시
함으로써 사용자가 체감하는 로딩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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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box의 플레이스홀더 활용 사례
로딩 중

→

로딩 완료

- 예시 코드
<!-- 자바스크립트에 의해 로딩되는 이미지 -->
<img class="lazy" src="placeholder-image.jpg" data-src="image-to-lazy-load.jpg" alt="I'm an
image!">
<!--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출력되는 메시지 -->
<noscript>
<img src="image-to-lazy-load.jpg" alt="I'm an image!">
</noscript>

4

텍스트 데이터 크기를 최소화한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최적화 및 압축하여 데이터 용량을 줄이면 페이지를 표시
하기 위해 다운로드해야 할 데이터 크기가 줄어들어 웹페이지 로딩 속도가 향상될 수 있
다.
① 데이터를 압축하여 크기를 최소화한다.
HTML, CSS, Javascript 등의 텍스트 데이터를 압축하여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데이
터 압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Gzip을 활용하면 별도의 압축 작업
없이 서버에서 자동으로 파일을 압축하여 전송하므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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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zip을 이용한 파일 크기 감소(98.8KB 절약)

②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을 제거하고, 중복된 스타일 선언을 피한다.
요소를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 않는 스타일이 문서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동일한 스타
일 속성을 여러 줄에 나누어 작성하게 되면 파일의 크기가 증가되며 유지보수가 어려
워진다.
- 중복되지 않은 스타일 선언

h1, h2{color:#000;}

- 중복된 스타일 선언
h1{color:#000;}
h2{color:#000;}

③ 문맥기반 마크업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태그 사용을 줄인다.
문맥 기반의 마크업은 HTML5의 시맨틱(Semantic) 요소를 사용하거나 태그에 적절
한 의미를 지닌 클래스 및 아이디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맥 기반의 마크업
을 사용하게 되면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과도하게 태그를 사용(예 – <div>나 <span>
태그 등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맥락에 기반하여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
에 재사용한 구조로 마크업할 수 있어 전체 파일 용량을 줄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진
다.
- 문맥기반 마크업
<nav class="gnb">
<ul>...<ul>

-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마크업
<div class="top rect">
<ul>...<ul>

</nav>

</div>

<section>...</section>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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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지를 최적화한다.

이미지를 최적화하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되는 용량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 되므
로, 브라우저가 유용한 콘텐츠를 더 빨리 다운로드하고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① 이미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형식과 크기를 결정한다.
JPEG는 이미지 자산(Asset)의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손실이 있는 최적화와 무손
실 최적화를 함께 사용한다. 그러므로 여러 JPEG 품질 수준을 시험해보고 최상의 품
질과 파일 크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좋다.
PNG는 선택한 색상 팔레트 크기를 넘어서는 손실이 있는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가장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형식에 비해
파일 크기가 상당히 커지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GIF는 색상 팔레트를 최대 256색으로 제한하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용하기 적합
한 이미지 형식이 아니다.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만 GIF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미지 형식을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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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SS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사용한다.
CSS 스프라이트(sprite)란 여러 이미지를 단일 'sprite 시트' 이미지에 결합하는 기법
이다. 하나의 파일로 저장된 이미지를 배경이미지 속성을 이용하여 호출한 뒤, 시트에
서 사용하고자 하는 정확한 이미지의 오프셋 위치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를 개별로 저장할 때에 비해 이미지 용량에 이득이 있
으며, HTTP 요청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 된다.
- CSS sprite 코드와 이미지 예시
.sprite-sheet {
background-image: url(sprite-sheet.png);
width: 40px;
height: 25px;
}

.google-logo {
width: 125px;
height: 45px;
background-position: -190px -170px;
}

.gmail {
background-position: -150px -210px;
}

③ 이미지 대신 CSS를 활용한다.
최신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하면, 이전에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그라데이션은 background 속성을, 그림자는 box-shadow
속성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둥근 모서리는 border-radius 속성을 사용하여 추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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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를 사용한 이미지 대체 코드 예시
.btn{
background: #EECDA3;
background: -webkit-linear-gradient(to right, #EF629F,
#EECDA3);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EF629F, #EECDA3);
border-radius: 5px;
text-shadow:1px 3px 8px rgba(0,0,0,0.15);
box-shadow: 1px 5px 10px rgba(0,0,0,0.1);
border: 1px solid #fefefe;
}

6

웹폰트의 사용을 최적화한다.

웹 폰트가 페이지에 로드되고 적용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전략과 함께 압축을 통해 웹
폰트의 크기를 줄이면, 웹사이트의 총 페이지 크기를 줄이고 페이지 렌더링 시간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웹 폰트의 개수를 최소화한다.
페이지에 너무 많은 웹 폰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개수만 사용하고, 각 폰
트마다 사용된 글꼴 버전의 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에게 더
욱 일관되고 빠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폰트 파일에서 사용할 유니코드 범위를 지정한다.
style, weight 및 stretch와 같은 글꼴 속성 외에도, @font-face 규칙을 사용하면 각
리소스에서 지원되는 유니코드 집합을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유니코드
글꼴을 더 작은 하위 집합(예: 라틴어, 키릴어 및 그리스어 하위 집합)으로 분할하여
특정 페이지에서 텍스트를 렌더링하는 데 필요한 요소만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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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code-range 속성을 이용한 글자 유니코드 범위 지정
@font-face {
font-family: 'Awesome Font';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src: local('Awesome Font'),
url('/fonts/awesome-jp.woff2') format('woff2'),
url('/fonts/awesome-jp.woff') format('woff'),
url('/fonts/awesome-jp.ttf') format('truetype'),
url('/fonts/awesome-jp.eot') format('embedded-opentype');
unicode-range: U+AC00-D7AF; /* 한국어 유니코드 범위 */
}

③ 압축을 통해 웹 폰트의 크기를 줄인다.
일부 웹 폰트에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글꼴 힌트 및 커닝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다. 따라서 Gzip 또는 호환되는 압축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파일 크기 최적화가 가능하다.
웹 폰트 형식
EOT, TTF
WOFF

WOFF2

압축 방식

압축 기본 제공 안 됨. Gzip 압축을 적용.
압축 기본 제공됨. 최적의 압축 설정에 대해 확인 필요.
맞춤형 처리 및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른 형식에
비해 30%정도 파일 크기를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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