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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물관리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Ⅱ. 목적 및 필요성
○ 영산강·섬진강 수계 내의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 효율적인 조사연구사업 관리
○ 물환경 현안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자료 관리 및 공유의 효율성을 위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

도입 및 웹 시스템 구축의 필요
영산강·섬진강 유역내의 물관리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역 내 인프라 강화

Ⅲ.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유역 내 물환경 조사·연구 사업의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종합적인 연구결
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유역 내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
다. 또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물환경 연구 자료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와 원활한 의견 공유를 위해 웹기반 연구네
트워크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Ⅳ. 사업 결과
○ 유역관리연구센터 심포지엄 개최
6차년도 심포지엄('12.9.21)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조류대응 및 습지 현황 파악’이라
는 안건으로 다음과 같이 영산강 물포럼과 공동 개최하였다.

○ 소식지 발간
유역관리연구센터의 소식 및 유역 내 물환경 소식과 연구동향을 알리기 위한 소식
지(영산누리: 영산강 세상을 의미함)를 발간하였으며 수계 내의 현안문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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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별 전문가칼럼을 기고 받아 연구동향을 알리고 다양한 테마를 통해 영산강·섬
진강수계를 홍보하고자 하였다.

○ 자료집 제작
현재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17개소와 국토해양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9개소 중
수계 내 습지의 분포가 약 53.8%를 차지하고 있는 수계 내 습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내 연구결과 수집
(1)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성과물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료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자 하
였으며, 현재는 2011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의 메타데이터가 작성되어 유역관리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DB화 되어있다.
(2) 유역 내 유관기관에서 물환경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목록을 확보하였고, 연구 자
료의 원본파일 또는 요약파일로 확보 가능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기
타자료는 링크를 통해 연구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 웹기반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 개발
-

웹기반
웹기반
웹기반
웹기반
웹기반

연구네트워크 시스템 홍보방안 검토 및 홍보제공
연구네트워크 웹접근성 준수
연구네트워크 모바일 서비스
연구 시맨틱 검색
연구네트워크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Ⅴ.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 유역 내 효율적인 조사연구사업 관리 및 물환경 정보관리에 이용
○ 유역 내 물환경관리 연구역량 인프라 확대
○ 환경연구사업 결과물의 효율적 관리
○ 유역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물환경 정보수집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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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Research Network for Water Management

Ⅱ. Objective and Necessity
○

Effectiveness of management on Yeongsan
by research agency and other organization

＆

Seomjin River Basins of

○ Analysis current issues on water environment
○ Increasing efficiency data management of DBMS in web system
○ Supporting infrastructure plan strengthening in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Ⅲ. Subjects and Scope
The

scope of the project was divided into on-line and off-line scope.
Then we arrange the research results on water environment in Yeongsan
and Seomjin river watershed, systematically support the project, inform
users of data about fundamental survey and promote network related
researchers.

○ Administration of Watershed Management Research Center
○ Hosted Expert Symposium
○ Publication of Brochure(Yeongsan Garam-Nuri) and Guidance(Title: Wetland
ecolog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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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Further Study Trend
○ Development of Web-based Research Network and Watershed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for Yeongsan and Seomjin River Watershed

Ⅲ. Results

○ Hosted Expert Symposium
The expert meetings that the workshop was held with research
committee members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Watershed
Management Research Center. The main agenda 'Survey on current state
of the wetlands and action algae in the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 was discussed at the Workshop of 6th year.
○ Publication of Brochure(Yeongsan Garam-Nuri) and Guidance(Title: Wetland
ecological survey)
The wetlands are assigned the 53.8% percentage of total wetlands are
assigned the specified wetlan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Development of Web-based Research Network and Watershed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for Yeongsan and Seomjin River Watershed.
- Check and Support of publicity system in the web-based research
network.

- Compliance on web approach in web-based research network.
- Service in the mobile phone
- Sematic survey of research products in web-based research network.
-

Optimization and stabilization on web-based researc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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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ractical use of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project
○ Expansion of research infrastructure on watershed
○ Efficient management of results by research data project reports
○ Usage of the research result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other environmental
investigation projects and 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in the Yeongsan river
watershed

- v -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의 목적 ·········································································································1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내용 ····················································································2

제2장 영산강․섬진강유역관리연구센터 ····························································4
제1절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 운영 ···················································· 4
제2절 유역관리연구센터 연구위원회 심포지엄 ··················································6
제3절 유역관리연구센터 소식지 및 자료집 발간 ··············································8
1. 유역관리연구센터 소식지 발간 ·······································································8
2. 자료집 발간 ·········································································································9

제3장 웹기반 연구네트워크 수정 및 활성화 ··················································11
제1절 시스템 홍보 방안 검토 및 홍보 제공 ····················································11
제2절 웹 접근성 준수 ····························································································15
제3절 모바일 서비스 ······························································································50
제4절 시맨틱 검색 ··································································································76
제5절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80
제4장 환경기초조사사업결과 및 유역내 환경관련 조사연구자료DB화 ···········86
제5장 유역내 물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88
제6장 과제달성도 및 활용방안 ···········································································89
참고문헌 ····················································································································90
- vi -

표 차례
<표 1>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 연구위원회 ······································5
<표 2> 반영된 소스 ································································································25
<표 3> 반영된 소스 ································································································25
<표 4> 반영된 소스 ································································································26
<표 5> 반영된 소스 ································································································27
<표 6> 반영된 소스 ································································································28
<표 7> 반영된 소스 ································································································29
<표 8> 반영된 소스 ································································································31
<표 9> 반영된 소스 ································································································32
<표 10> 반영된 소스 ······························································································33
<표 11> 반영된 소스 ······························································································33
<표 12> 반영된 소스 ······························································································34
<표 13> 반영된 소스 ······························································································35
<표 14> 반영된 소스 ······························································································36
<표 15> 반영된 소스 ······························································································37
<표 16> 반영된 소스 ······························································································37
<표 17> 반영된 소스 ······························································································38
<표 18> 반영된 소스 ······························································································39
<표 19> 반영된 소스 ······························································································ 40
<표 20> 반영된 소스 ······························································································ 41
<표 21> 반영된 소스 ······························································································ 41
<표 22> 반영된 소스 ······························································································ 42
<표 23> 반영된 소스 ······························································································ 43
<표 24> 반영된 소스 ······························································································ 44
<표 25> 반영된 소스 ······························································································ 44
<표 26> 공동 제스처 ······························································································56
- vii -

<표 27> 검색유형별 비교 ······················································································77
<표 28> 검색유형별 색인어 예시 ········································································77
<표 29> 시맨틱 프레임 예 ····················································································79
<표 30> 제공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 DB테이블 내역 ····································81

- viii -

그림 차례
<그림 1> 유역관리연구센터 조직도 ······································································ 4
<그림 2> 유역관리연구센터 심포지엄 ··································································7
<그림 3> 영산누리9호 ······················································································8
<그림 4> 영산누리10호 ····················································································9
<그림 5> 자료집 발간 ····························································································10
<그림 6> 네이버 검색 등록 관리 화면 ······························································12
<그림 7> 네이버 검색 결과 화면 ········································································13
<그림 8> 다음 검색 결과 화면 ············································································13
<그림 9> 검색 결과 도축이 가능한 키워드 ······················································14
<그림 10> 키워드 검색 화면-네이버 ·································································14
<그림 11> W3C-월드와이드맵 컨소시엄 ···························································15
<그림 12> 바람의 아들 ··························································································17
<그림 13> 빅토리아 모텔 ······················································································17
<그림 14> 나은환경···································································································17
<그림 15> 청소코리아 ····························································································17
<그림 16> 유튜브 ie6의 모습 ···············································································18
<그림 17> LG전자 ie6에서의 화면 ·····································································18
<그림 18> 다음 메인 화면 ····················································································19
<그림 19> 네이버 메인화면 ··················································································19
<그림 20> 싸이월드 메인화면 ··············································································19
<그림 21> 나비콜 메인화면 ··················································································19
<그림 22> e땡큐 사이트-IE8 ···············································································20
<그림 23> 다나와 사이트-크롬 ···········································································20
- ix -

<그림 24> 국민은행-파이어폭스 ·········································································21
<그림 25> W3C에서 제공하는 웹 표준 검사 사이트 ·····································21
<그림 26> W3C의 웹 표준검사 결과 화면 ·······················································22
<그림 27> W3C에서 제공하는 CSS검사 사이트 ·············································22
<그림 28> CSS검사를 통한 결과 화면 ······························································23
<그림 29> 웹접근성 4개 원칙 ············································································24
<그림 30> 반영된 화면 ··························································································24
<그림 31> 반영된 화면 ··························································································25
<그림 32> 반영된 화면 ··························································································26
<그림 33> 반영된 화면 ··························································································26
<그림 34> 반영된 화면 ··························································································27
<그림 35> 반영된 화면 ··························································································28
<그림 36> 반영된 화면 ··························································································30
<그림 37> 반영된 화면 ··························································································32
<그림 38> 반영된 화면 ··························································································32
<그림 39> 반영된 화면 ··························································································33
<그림 40> 반영된 화면 ··························································································34
<그림 41> 반영된 화면 ··························································································35
<그림 42> 반영된 화면 ··························································································36
<그림 43> 반영된 화면 ··························································································36
<그림 44> 반영된 화면 ··························································································37
<그림 45> 반영된 화면 ··························································································37
<그림 46> 반영된 화면 ··························································································38
<그림 47> 반영된 화면 ··························································································39
<그림 48> 반영된 화면 ·························································································· 40
<그림 49> 반영된 화면 ·························································································· 41
<그림 50> 반영된 화면 ·························································································· 42
<그림 51> 반영된 화면 ·························································································· 42
<그림 52> 반영된 화면 ·························································································· 43
- x -

<그림 53> 반영된 화면 ·························································································· 43
<그림 54> 반영된 화면 ·························································································· 44
<그림 55> 웹 접근성 심사 절차 ·········································································· 45
<그림 56> 웹 접근성 심사 접수일 ······································································ 46
<그림 57> 웹 접근성 심사 접수 확인 메일 ······················································ 46
<그림 58> 웹 접근성 기초 심사 보고서 ···························································· 47
<그림 59> 웹 접근성 기초 심사 합격 보고서 ·················································· 47
<그림 60> 웹 접근성 정밀 심사 보고서 ···························································· 48
<그림 61> 9월 14일 최종 합격 메일 ·································································· 48
<그림 62> 웹 접근성 합격 인증서 ······································································ 49
<그림 63> 현재 운영중인 영산강수계 웹 페이지 ············································ 49
<그림 64> 모바일 추진 배경 ················································································50
<그림 65> 관련 지침 분석 ····················································································51
<그림 66> 서비스 제공방식 수립 ········································································51
<그림 67> 한국형 DDC권고안 준수 ···································································52
<그림 68>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축 ····································································53
<그림 69> Layout정의 ···························································································54
<그림 70> 세로형 배치Layout ·············································································55
<그림 71> 메뉴 구조 형태 ····················································································56
<그림 72> 버튼 형태 정의 ····················································································57
<그림 73> 주요 기능 정의 ····················································································58
<그림 74> 주요 상세기능 정의 ············································································58
<그림 75> 주요 기능 흐름도 ················································································59
<그림 76> 지점 상세 정보 ····················································································59
<그림 77> 지도 기반 자료 제공 ··········································································60
<그림 78> 지점 위치 정보 ····················································································60
<그림 79> 주변 위치 정보 ····················································································61
<그림 80> 수질 기준 정보 ····················································································61
<그림 81> 설치 완료된 화면 ················································································62
- xi -

<그림 82> 실행 첫 화면 ························································································62
<그림 83> 로딩 화면 ······························································································63
<그림 84> 지도 화면 ······························································································63
<그림 85> 확대한 지도 화면 ················································································64
<그림 86> 지도 종류 선택 화면 ··········································································64
<그림 87> “지도”의 “지형”을 체크한 화면 ·······················································65
<그림 88> “위성”의 “라벨”을 체크한 화면 ·······················································65
<그림 89> “위성”의 “라벨”을 체크를 해제한 화면 ·········································66
<그림 90> 현재 검색 화면 ····················································································66
<그림 91> “COD”선택 화면 ·················································································67
<그림 92> “COD”조회 결과 화면 ·······································································67
<그림 93> 영산강물환경연구소 클릭 화면 ························································68
<그림 94> 말풍선 클릭 화면 ················································································68
<그림 95> 지점 클릭 화면 ····················································································68
<그림 96> 지점 정보 화면 ····················································································68
<그림 97> “전체자료”로딩 화면 ··········································································69
<그림 98> “전체자료”화면 ····················································································69
<그림 99> “전체자료”정렬 순서 설정창 ····························································69
<그림 100>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정렬된 결과 ·································70
<그림 101> “내림차순” 선택 화면 ······································································70
<그림 102> “지점”별로 “내림차순”된 화면 ·······················································71
<그림 103> “BOD”선택화면 ·················································································71
<그림 104> “오름차순” 선택 완료 화면 ····························································72
<그림 105> “BOD"별로 ”오름차순“된 화면 ······················································72
<그림 106> “주변검색”화면 ··················································································73
<그림 107> “주변검색”검색화면 ··········································································73
<그림 108> “섬진강댐”의 “지도보기”버튼 클릭후 화면 ·································74
<그림 109> “섬진강댐” 지점 내역 ······································································74
<그림 110> “섬진강댐”지점내역1 ········································································75
- xii -

<그림 111> “섬진강댐”지점내역2 ········································································75
<그림 112> 타이틀, 속성, 즉답 ············································································78
<그림 113> 시맨틱 속성 ························································································78
<그림 114> 구축사례-네이트 ···············································································79
<그림 115> 구축사례-11번가 ···············································································80
<그림 116> 장애처리절차 ······················································································81
<그림 117> 변경전 화면 ························································································82
<그림 118> 명칭변경 및 링크변경 화면 ····························································82
<그림 119> 추가된 수계 검색 ··············································································83
<그림 120> 개선된 UI ···························································································83
<그림 121> 환경기초조사사업 DB화 목록 ························································86
<그림 122> 연구성과 DB화 목록 ········································································87
<그림 123> 유관기관 DB화 목록 ········································································88
<그림 124> 광주과학고학생 본 연구소 방문 ····················································88

- xiii -

제1장 서 론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영산강 수계내의 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환경 연구들이 활
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매년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분석, 활용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추진
기관별 자료가 산재되어 있어 자료 공유가 어렵다. 또한, 유사분야에 연구비의 중복투자
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연구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
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내에서 추진해왔던 연구현황의 지속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결
과물들을 효율적으로 분석·적용할 수 있는 활용 체계가 필요하다.
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 유역관리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1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5개 과제를 통해
수질관리 전반에 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1단계 사업을 1년 앞당겨 종료했으며 그 이유는 ‘조사·연구결과의 DB화 및 수계
간 자료공유 등 체계적·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미흡', ‘조사결과가 수계별로 관리됨으로써
수계 간 연계 부족', '정책입안자 등이 조사내용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출처: 2단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2단계 사업은 2006년에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으로 추진되었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
책지원 및 신규 정책수요 반영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으로 수정되었다. 4대강 살리
기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존 수환경 및 수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며 때문에 보 건설 전,
후의 수환경 및 수생태계 변화, 생태계 교란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체계적인 장기 모
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물환
경연구소는 유역관리 연구의 중추적 전문기관으로 ‘물관리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TRM를 작성하고 유역정책에 대한 평가, 총량관리제 등 새로운 유역관리기법 연구 기능
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웹기반 연구네트워크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경기초
조사사업 연구결과와 영산강·섬진강수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결과들의 종합
적인 관리와 영산강·섬진강 수계 내 새로운 정책추진 시 물환경 관련 기초자료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관계 기관의 정보 교류 장으로 연구역량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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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본 사업은 유역내 연구결과 및 물환경 조사·연구 사업의 체계적 관리, 새로운 정책 추
진 시 신속한 기초자료 마련, 환경기초조사사업외 다양한 정보자료 홍보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행범위와 내용을 설정하였다. 연도별 수행되어진 주요 사업범위는 아
래 표와 같다.

1차년도

2～3차년도

4～5차년도

6차년도

주요 사업내용 및 범위
․ 유역관리연구를 총괄하는 유역관리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 연구네트워크 포럼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 국외 선진 물환경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동향 분석
․ 웹기반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 설계
․ 유역환경자료 DB 표준설계 및 서버구입
․ 유역관리연구를 총괄하는 유역관리연구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
․ 연구네트워크 포럼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 웹기반 유역환경정보시스템 개발
․ 환경기초조사사업 결과 및 유역 내 환경관련 조사연구자료 DB화
․ 유역관리연구를 총괄하는 유역관리연구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
․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 웹기반 연구 네트워크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 운영
․ 환경기초조사사업 결과 및 유역 내 환경관련 조사연구자료 DB화
․ 유역관리연구를 총괄하는 유역관리연구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
․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 웹기반 연구 네트워크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 운영
․ 환경기초조사사업 결과 및 유역 내 환경관련 조사연구자료 DB화
․ 유역 내 물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1. 영산강·섬진강유역관리연구센터 운영
○ 유역 내 연구현황 자료 조사 및 분류체계 수립
○ 유역 내 환경관련 조사연구인력 현황 및 전문가 목록 확보
○ 유역관리연구센터 운영규정(안)작성 및 연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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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관리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가 역량 결집 및 인프라 확대
○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유역 내 당면과제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2. 물관리 심포지엄 개최
○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지역현안과제 논의
○ 유역 내 연구사업 결과 및 추진성과 진단
3.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 수집한 연구 자료를 이용한 자료집 발간
○ 센터소식, 유역 내 물환경 소식 및 연구동향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발간

4. 웹 기반 연구 네트워크 수정 및 활성화
○ 웹기반 연구 네트워크 시스템 홍보 방안 검토 및 홍보제공
○ 웹기반 연구 네트워크 웹접근성 준수
○ 웹기반 연구 네트워크 모바일 서비스
○ 웹기반 연구 시맨틱 검색
○ 웹기반 연구네트워크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5.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함한 조사연구사업 결과 및 물환경관련 조사연구자료의 DB화
○ 국내외 물환경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동향분석
- 물환경 관련 기술 분야 연구자료 수집 및 동향분석
- 수집한 연구 자료를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 유역 내 연구결과물 수집 및 DB작성
-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함한 유역 내 연구결과 및 성과 수집
- 연구과제별 수집된 연구결과 정리, 요약작성
- 유역 내 물환경 관련 조사연구자료 DB화

○ 환경기조조사사업을 포함한 조사연구자료 DB화
-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함한 유역 내 연구자료 수집 및 DB화
- 연구과제별 수집된 연구결과 정리, 요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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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

제1절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 운영

영산강·섬진강수계 내 물관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연구 인력간의 네트워크 형
성과 역량 결집을 위하여 ‘유역관리연구센터'를 그림1 과 같이 구성하고 상근위원과 비상
근위원으로 구분하였다. 상근위원은 물환경연구소 소속 연구직 공무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였고, 비상근위원은 물관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소, 행정기
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센터는 센터장(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을 축으로 운
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유역환경연구센터의 구성인력은 전문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유역 내 환경관련 조사
연구인력 현황 및 전문가별 전공 분야를 파악하여 연구사업 추진, 각종 전문가 회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유역의 물환경 보존을 위한 업무 추진 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센터의 활동내용은 유역 내 관련 연구현황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자료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각종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향후 유역관련 연구현황 검색시스
템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다. 또한, 수계 내 진행되는 환경기초조
사사업을 포함한 연구결과들의 검토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환경적 이슈 및 수계 내 주요
현안문제들의 포괄적 검토 및 진단을 통해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함한 연구사업의 장기
적 추진방향 모색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위원회는 유역환경 연구위원회, 수생
태계 연구위원회, 수계위해성 연구위원회의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구위원회
별로 3인의 외부 위원을 포함시켜 15인 내외로 구성하였다(표 1).

그림1. 유역관리연구센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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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 연구위원회

유역환경
연구위원회
(15명)

수생태계
연구위원회
(15명)

수계위해성
연구위원회
(15명)

성명

소속

직급

김상민

경상대학교 지역환경기반공학과

교수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

양해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소장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이경훈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기완

동신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용운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철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유종열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과장

조기안

초당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상숙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건하

한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송창수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주진걸

전북과학대학 건축토목조경계열

교수

박영석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성명

소속

직급

김종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부교수

김현우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백순기

동신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안광국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

교수

이승휘

호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이학영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임동옥

호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조영관

광주광역시 수질연구소

소장

이진환

상명대학교 그린생명과학과

교수

조주식

순천대학교 생물환경학과

교수

장민호

공주대학교 생물교육과

교수

송재준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원철

한양대학교 생명과학전공

교수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곽인실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교수

성명

소속

직급

김현욱
박정훈
강영주
심재한
신호상
최우정
한승희
김상돈
조재원
김경웅
이지이
서용찬
현영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전남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제주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교수
부장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조교수
교수
교수

목영선

제주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서성규

전남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전공

교수

- 5 -

본 연구는 4대강 공통과제로 수계별로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되는 수계별 전문가 인력풀 자료는 행정기관이나 연구자
들이 관련 연구자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경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역관리연구센터의 연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가들의 결집을 강화하여 연구자간, 연구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 연구역량 인프라를
확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유역관리연구센터 연구위원회 심포지엄

물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현안 과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07년에 유역관리연
구센터를 설립하고 당연직 연구위원으로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소속 연구직 공무원 및 전
문위원이 포함되며 위촉직 구성원으로는 유역 내 지자체, 시민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
으로 총 45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위원회는 총 3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유역환경분과는
수계 내 수질 및 수자원 관리 그 외 물관리 등의 연구, 분석을 수행한다. 수생태계분과는
수계 내 수생태와 관련된 연구의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한다. 수계위해성분과는 안정적 상
수원수 확보 및 공단배수 등에 의한 독성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수
행한다. 각 분과에서는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통해 물환경 보전을 위해 실천해야할 연구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서 수계 내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분야
의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물관리를 수행하려는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영산강·섬진강수계 내 전문
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고자 하였다.
1∼5차년도 전문가회의는 '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검토'와 '물환경관련
현안문제 분석', '조사연구 방향 및 대안제시', '영산강·섬진강수계가 당면한 지역현안과제
도출'과 '유역관리연구센터 포럼 주제제안', '지역현안과제의 구체화 및 우선순위 과제 도
출', '제안된 연구과제의 수정·보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의 정책 활용을 위한 발전 방
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개최하였다.
6차년도 심포지엄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조류대응 및 습지 현황 파악’이라는 안건으로
다음과 같이 영산강 물포럼과 공동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2 .09. 21(금) 10:30～15:30
- (장 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2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및 유역내 대학 교수 등 관계자 31명
○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제1주제) 조류에 대한 이해 (전남대학교 이학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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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영산강의 조류 발생 특성 및 관리에 대한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신용식 교수)
(제3주제) 영산강 습지 현황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양해근 소장)
(제4주제) 고효율 시스템형 인공습지의 개발 및 적용사례 (순천대학교 조주식 교수)
○ 과제별 주요 토론 내용
- 조류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적 대응 방안 모색
→ 습지와 연계 해석 필요
- 영산강·섬진강수계내 습지현황 및 관리방안 검토
→ 자연습지와 인공습지 관리 문제 논의

그림2. 유역관리연구센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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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역관리연구센터 소식지 및 자료집 발간
1. 유역관리연구센터 소식지 발간

유역관리연구센터의 소식 및 유역 내 물환경 소식과 연구동향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영산누리 : 영산강 세상을 의미함)를 발간하였다. 수계의 현안문제와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칼럼을 기고 받아 연구동향을 알리고자 하였고, 다양한 테마를 통해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홍보하고자 하였다. 9호에는 전문가칼럼에 “환경예산의 편성과 집행”, “노로바이
러스 관리”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록하였고, 테마기획으로는 승촌보와 죽산보
가 완성된 현재 ‘영산강의 갈등과 명예회복’주제로 영산강의 현재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2011년 람사르습지 지정된 고창운곡습지탐방과 신안을 소개하였다.

그림3. 영산누리 9호
10호에는 “오염퇴적물 관리방향 및 처리공법”, “가축매몰지 사체 분해특성 및 2차 환경
오염통합 연구”,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란?”, 테마기획으로는 “농촌 마을단위 인공습지
하수처리공법’”, “퇴적물측정망 운영을 위한 이해”로 소개하였으며 ‘유역관리연구센터의
소개'와 ’연구소소식' 등으로 소식지를 구성하였다. 발간한 소식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내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유역관리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다양한 물
환경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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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영산누리 10호
2. 자료집 발간

선진 물 관리기법 및 연구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자
료집을 발간하였다. 1∼3차 년도에는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특화분야였던 습지분야를 선
정하여 국내외 습지환경관리 정책과 연구동향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1차 년도
에는 습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에 반해 국내에서는 비교적 연구
가 미흡한 습지평가 분야 중 습지의 기능평가에 관한 자료를 선정하여 '습지 기능평가
방법론'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2차 년도에는 습지복원에 관한 분야로 '습지복
원,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습지총량제 도입방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습지복원을 키워드로 하였고, 비전문
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습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 하였다. 3차 년도에는 ‘습지의 영양염류 기준에 대한 연구’를 발간하여 생태 지역 내
습지 영양염류 상태 평가를 돕고 수치적 영양염류 기준 개발의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위적 활동으로 인한 영양물질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국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나 기존의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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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양한 영양염류 오염원을 포함한 수체의 영양염류 관리는
부영양화문제 해결을 위한 만족도나 시의 적절성 부문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수질 기준에 대한 수치 척도를 개발하게 되면 수질 보호를 위한 명확한 수치적
목표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질소 및 인의 오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수질문제 제기로 인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질목표 달성을 위
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4차 년도에서는 ‘친환경적 유역관리를
위한 저영향개발기법’를 발간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때부터 물의 흐름 등을 파악하여 물순환과 비점오염원관리를 고려한 저영
향개발계획에 대한 각 나라에서 추진한 도입방안 연구 등을 수록하였다. 5차 년도에는 영
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이 지역의 환경개선 및 수질보전을 위해 2004년부
터 2010년까지 매년 발간된 보고서들을 보다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결과들만
요약하였다. 6차 년도는 현재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17개소와 국토해양부 지정 습지
보호지역 9개소 중 수계 내 습지의 분포가 약 53.8%를 차지하고 는 수계 내 습지에 대하
여 조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람사르 습지 및 환경부 지정 습지 중 영산강·섬진강
수계내 습지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영산강 권역의 시군구의 환경관련 공무들과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배포하였다.

그림5.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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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웹기반 연구네트워크 수정 및 활성화

제1절 시스템 홍보 방안 검토 및 홍보 제공

가. 검색엔진 등록의 필요성
검색엔진에 사이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신의 홈페이지 명만을 검색해도 검색엔진
‘사이트란’에 노출되기 때문에 재방문자의 유입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이트 등록은 한
번 등록하면 도메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검색엔진에 등록하지 않으면 검색 사용자들에게 사이트를 노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검색 사용자들의 수가 작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으나,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경로의 약
50%가 검색엔진을 경유한다고 한다. 때문에 검색엔진에 등록하여 웹사이트가 검색되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검색엔진등록의 의미는 검색엔진에 웹사이트를 등록하여 검색의 대상이 되도록 한
다는 데 있다. 이 말의 뜻은, 사이트를 등록하지 않으면 검색엔진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네이버에서 검색되고 싶으면 네이버에 등록해야 하고 다음에서 검색되고 싶
으면 다음에 등록해야 한다.
물론 검색엔진에 웹사이트를 등록한다고 해서 많은 고객의 방문을 보장받을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웹사이트는 인기도나 사이트의 컨텐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검색결과 뒷부분에 배열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검색엔진에 등
록해봐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게 되고 등록비 투자를 망설이
게 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재방문을 쉽게 하는 것 이다.
고객이 재방문을 한다는 것은 사이트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웹사이트의 서비
스를 이용할 확률이 그만큼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웹사이트는 고객이 최대한
사이트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영어 도메인을 기억하고 철자 하나하나 입력해서 방문하는 고객의 비율은
매우 적을 것이다. 즐겨찾기를 잘 하지도 않으며, 즐겨찾기 했다고 해도 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는 고객들이 많다.
네이버의 키워드샵에서 '다음'과 같은 사이트 명을 검색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달 동안 조회수가 오타까지 다 합치면 천만회가 넘는다. 다음과 같이 누구나 알
만한 사이트도 검색엔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이 네티즌의 성향이다.
나. 검색 엔진 등록시 설명 문구 작성 기준
검색 엔진 등록은 사이트의 특성과 아이템 관련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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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선정하고,

각각의 키워드로 노출수를 확인한 뒤, 경쟁 사이트의 수를 고려하여 최종 키워드를 정해,
특성화된 문구로 완성시켜 등록하면 된다.
1. 검색어를 선정한다.
사이트가 가지는 특성이나 아이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검색어를 선정해야 한
다. 예) 서적관련 사이트라면, ‘서적, 책, 도서’ 등의 대표적 키워드를 설정하면 된다.
2. 각각의 검색어로 노출수를 확인한다.
위에서 선정한 키워드로 각각의 노출수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보통 네이버의
키워드 샵에서 검색량을 알아 볼 수 있다. 무조건적이라 할 순 없지만, 당연히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가 대중에게 노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선정해 본다.
3. 경쟁 사이트의 수 확인
키워드 검색량 수를 확인했으면, 해당 키워드로 등록되어있는 사이트의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많을수록 상위 등록이 힘들기 때문에, 경쟁사이트의 수는 당연히 적은 것
이 좋다.

다. 바로가기 서비스
바로가기 서비스는 사용자 검색패턴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검색어에 대
해 정확히 일치되는 사이트 중 가장 적절한 사이트의 제목과 URL을 보여주는 서비스로써
사용자에게 검색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바로가기 서비스는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에 한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바로가기를 지정하고 있다.
좋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결과 노출 로직 및 등록기준은 네이버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이트 홍보나 광고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바로가기 서비스의 목적은 결과 목록 보다는 검색어에 해당하는 답변에 빠르게 접
근하여 액세스 하는 기능의 극대화이다. 검색 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제
공함으로써 검색 엔진 구축 증가 사용자의 만족도와 홍보 효과의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
끼를 잡을 수 있다.
아래 화면은 URL과 사이트 주소로 검색엔진에 등록 신청 한 화면이다.

그림6. 네이버 검색 등록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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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네이버 검색 결과 화면

그림8. 다음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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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와 다음(Daum) 검색 엔진에서 다음과 같은 검색어에 대해서도 ‘영산강
섬진강유역관리연구센터’의 검색 결과가 노출된다.
Ÿ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

Ÿ

영산강 유역관리연구센터

Ÿ

영산강 유역관리센터

Ÿ

영산강 유역관리

Ÿ

영산강 유역

Ÿ

영산강 센터

Ÿ

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

Ÿ

섬진강 유역관리센터

Ÿ

섬진강 유역관리

Ÿ

섬진강 유역

Ÿ

섬진강 센터

Ÿ

유역관리센터

Ÿ

유역센터

Ÿ

유역관리

그림9. 검색 결과 도출이 가능한 키워드

그림10. 키워드 검색 화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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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웹 접근성 준수

1.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방안 검토
가. 웹 표준이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누구나,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 웹 표준을 관리하고 이끌어나가고 있다. 전 세계 표준을 기준으로 웹 페이지를 만
들어 어떠한 브라우저를 이용하더라도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로 사용자 위주로 설계, 개발되었으나 웹 표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용자
의 불편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UI(User Interface)가 예쁜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
라는 인식에서 누구라도 사용하기 편한 UI가 좋은 사이트라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웹 표준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웹 표준의 중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웹
표준을 준수하는 사이트의 사례를 조사하고, 웹 표준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11. W3C - 월드와이드맵 컨소시엄
(1) 웹 표준(Web Standard)
웹 표준은 월드 와이드 웹의 측면을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표준이나, 다른 기술
규격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최근에 이 용어는 웹 사이트를 작성하는데 중요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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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으며 웹 디자인, 개발과 관계가 있다. 웹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
들은 사용성과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수준의 표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
다.

(2)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은 사용자가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상황이나 특별한 환경의 사용자라고 하여도, 스스로가 접
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디자인 개념으로는 유
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유사하다.
(3) 웹 사용성(Web Usability)
웹 사용성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사용하면서 얻는 경험적 만족도 그리고 얼마나
웹사이트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웹 사이트나 웹 페이지가 웹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올바른 HTML,
CSS,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를 사이트나 페이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HTML은
접근성과 시맨틱 HTML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웹 표준에 대해 논할 때 다음과 같
은 권고 및 표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 HTML, XHTML, SVG, XForms와 같은 마크업 언어의 W3C 권고
§ 스타일시트, 특히 CSS의 W3C 권고
§ 흔히 자바스크립트라고 불리는 ECMA 인터내셔널 표준
§ 문서 객체 모델의 W3C 권고
나. 웹 표준화 방안 조사
(1) 국내외 사례
(가) 웹 표준에서 벗어난 사례
v Internet Explorer 기준으로만 만들어진 경우
나은환경(http://www.나은환경.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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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코리아(http://www.chungsokorea.co.kr/),
빅토리아모텔(http://www.victoriamotel.kr/),
바람의 아들(http://www.quicksvc.co.kr/) 등 사이트는 ie브라우저 기준으로
만 구축됨으로 인하여 그 외의 브라우저(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오페라)등 브라우저에서
는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깨져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타 브라우저 유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하 캡처 이미지 4컷은 크롬 브라우저에서의 모습)

그림12. 바람의 아들

그림13. 빅토리아 모텔

그림14. 나은환경

그림15. 청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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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xplorer 6에서 확인 한 경우
윈도우XP의 디폴트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의 경우 아직도 많은 사
용자들이 있지만 많은 사이트들에서 호환성을 맞추지 않고 있다.
v

그림16. 유투브 ie6의 모습

그림17. LG전자 ie6에서의 화면
- 18 -

Internet Explorer 8에서 확인 한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8의 경우 IE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버그를 어느 정도 수정
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표준기술을 지원하고 있어 웹 표준을 많이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
v

된다.

그림 18와 그림 19는 한국의 대표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과 네이버
(Naver)의 메인화면이다. 메인화면에 대한 표준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과거처럼 심하게
깨지지는 않지만 폼 영역 등 일부분에서 깨지거나 겹쳐져서 '클릭'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남아있다.

그림18. 다음 메인 화면

그림19. 네이버 메인 화면

싸이월드(Cyworld)의 경우도 여기저기 틀어짐과 겹침이 발생하고 있으며(그
림 20), 최근 리뉴얼된 나비콜(NaviCall) 사이트 역시 레이아웃이 깨지고 컨텐츠 영역은 하
단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그림21).

그림20. 싸이월드 메인 화면

그림21. 나비콜 메인 화면

표준을 준수한 사례
v Internet Explorer 8과 크롬, FierFox에서 확인 한 경우
그림 22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8에서 본 경기관광공사 e-땡큐

(나)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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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thankyou), 그림 23는 크롬에서 열어 본 다나와 사이트(danawa), 그림 24은 파이어폭스
에서 실행한 국민은행이다. 모두 깨짐과 밀림현상 없이 정상적인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22. e땡큐 사이트-IE8

그림23. 다나와 사이트-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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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국민은행-파이어폭스
다. 웹기반 연구네트워크의 웹 표준 준수 방안
W3C에서 제공하는 웹 표준 검사 서비스(http://validator.w3.org/)를 통해 입력한
URL에 대한 웹 표준화가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5)
웹 기반 연구네트워크의 웹 표준화 정도를 알아보고, 웹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구
하고자 W3C에서 제공하는 웹 표준 검사서비스와 CSS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림25. W3C에서 제공하는 웹 표준 검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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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업(Markup)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메인화면에 46개의 에러가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존재하다

그림26. W3C의 웹 표준검사 결과 화면
CSS 스타일시트 검사 서비스(http://jigsaw.w3.org/css-validator/) 결과는 그림 27

∼그림 28와 같다.

그림27. W3C에서 제공하는 CSS검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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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CSS검사를 통한 결과 화면
라. 웹 표준화 적용방안 검토
웹 표준은 기기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웹 컨텐츠를 제
공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웹 표준화를 위해서는 웹 표준을 이해하고 웹 표
준 기술인 (X)HTML과 CSS, 스크립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주얼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사이트의 개발로 인해 웹 표준화에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
안도 강구해야한다. 웹 사이트 작성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유지 보수를 위한 추
가 작업으로 기존 작업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웹 표준화 작업은 웹 표준에 맞는 지
속적인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웹 표준화를 위한 국내의 대표 포털 사이트(NHN 웹 표준화팀 운영사이트:
http://html.nhndesing.com), (Daum 사이트 운영팀: http://ui.daum.net/guideline) 에서 제공
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웹 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W3C에
서 제공하는 웹 표준검사 서비스와 CSS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웹 표준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준수
가. 웹 접근성 심사 준수
내년 2013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법인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을 의무
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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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에 구애됨 없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웹 접근성이 잘 반
영된 사이트는 화면읽기프로그램, 키보드, 대체마우스 등과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서
접근할 시에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0(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표준)'에서는 웹사이
트 개발자, 설계자 등에게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의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한 정보취득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웹 접근성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가지 원칙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

그림29. 웹 접근성 4개 원칙
(1) 웹 접근성 검사항목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제공해야 한다.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그림30.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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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반영된 소스
모든 컨텐츠는 컨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함.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img src=“/images/center/sub11_img01.png" alt=“유역관리연구센터"/>
<img src="../images/center/sub11_img02.png" alt=“유역관리연구센터의 운영 목적 및
조직/구성 등의 일반적인 소개와 위원회 구성현황,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페이지 슬로건에 사용되어진 이미지 요소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31. 반영된 화면
<표 3> 반영된 소스
모든 컨텐츠는 컨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함.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img src="/yeongsan/user/images/center/map.jpg" alt="호남고속 &gt; 광산IC(나주,
담양방면) &gt; 첨단단지 &gt; 광주과기원 정문에서 담양방향 700m 우측" class="mb20"/>
<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dmaps.kr/86hz" target="_blank"><img
src="/yeongsan/user/images/center/btn_daum_view.gif" alt="다음 지도 바로가기"></a>
<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nmap.do/FnMdJJ" target="_blank"><img
src="/yeongsan/user/images/center/btn_naver_view.gif" alt="네이버 지도 바로가기"></a>
• 오시는 길에 사용되어진 이미지 요소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 25 -

그림32. 반영된 화면
<표 4> 반영된 소스
모든 컨텐츠는 컨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함.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address>
<img src="/yeongsan/user/images/common/footer_img01.gif" alt="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8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내
영산강·섬진강유역관리연구센터 우편번호 : 500-480
대표전화 : 062-970-3911 팩스 : 062-970-3999">
</address>
• 사이트 copyright 영역에 사용되어진 이미지 요소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33.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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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반영된 소스
모든 컨텐츠는 컨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함.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div id="main_siteLink">
<h3><img alt="유관기관" src="images/main/main_siteLink_title.gif"></h3>
<ul>
<li><a target="_blank" href="http://www.nier.go.kr/eric/portal/yeongsan/"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영산강물환경연구소" src="images/main/main_siteLink_01.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me.go.kr/"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환경부"
src="images/main/main_siteLink_02.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nier.go.kr"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국립환경과학원" src="images/main/main_siteLink_03.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me.go.kr/ysg/"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영산강유역환경청" src="images/main/main_siteLink_04.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keco.or.kr/"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한국환경공단" src="images/main/main_siteLink_05.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kwater.or.kr/"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한국수자원공사" src="images/main/main_siteLink_06.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kwwa.or.kr/"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한국상하수도협회" src="images/main/main_siteLink_07.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jeri.re.kr/"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전남발전연구원" src="images/main/main_siteLink_08.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gji.re.kr/"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광주발전연구원" src="images/main/main_siteLink_09.gif"></a></li>
<li><a target="_blank" href="http://www.jthink.kr/" title="새창으로 연결"><img
alt="전북발전연구원" src="images/main/main_siteLink_10.gif"></a></li>
</ul>
</div>

• 유관기관 영역에 사용되어진 이미지 요소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34.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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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반영된 소스
모든 컨텐츠는 컨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함.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ul class="ebook01">
<li>
<a
onclick="window.open(this.href,'','width=869,height=651,scrollbars=no,resizable=yes,left=20,top=20'); return false;"
target="_blank" href="/yeongsan/ebook/ebook1/ebook1.html" title="새창으로 연결">
<span class="ti01">영산가람누리</span>
<span class="ti02">2008년 5월</span>
<img alt="영산가람누리 2008년 5월"
src="/yeongsan/user/images/free/ebook_cover1.jpg">
</a>
<div class="pdf_down"><a href="/yeongsan/ebook/ebook1/ebook1.pdf"><img
alt="영산가람누리 2008년 5월 pdf파일 다운로드" src="/yeongsan/user/images/free/pdf.gif"></a></div>
</li>
..............
</ul>

• 소식지 ebook썸네일이랑 다운로드 할수 있는 link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일반 사용자는
ebook을 ebook을 사용할수 없는 사용자는 pdf파일을 다운할수 있게 구현.

•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35.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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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반영된 소스
배경으로 사용한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사용자가 파악할수 있
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div class="org_Contents">
<h3 class="org_l1"><span>센터장</span></h3>
<p class="org_l2">
<a href="orglist1.jsp" title="상세보기"><span>연구지원팀</span></a>
</p>
<ul>
<li class="org_l31">
<a href="orglist2.jsp" title="상세보기"><span>운영위원회</span></a>
</li>
<li class="org_l32">
<a href="orglist3.jsp" title="상세보기"><span>연구위원회</span></a>
<ul>
<li class="org_l32_1">
<a href="orglist4.jsp" title="상세보기"><span>유역환경분과</span></a>
</li>
<li class="org_l32_2">
<a href="orglist5.jsp" title="상세보기"><span>수계위해성분과</span></a>
</li>
<li class="org_l32_3">
<a href="orglist6.jsp" title="상세보기"><span>수생태계분과</span></a>
</li>
</ul>
</li>
<li class="org_l33"><span>유역연구참여회</span></li>
</ul>
</div>

• background img의 내용들을 텍스트로 표현하고 ‘숨김’처리하여 시각장애인들은 리더기로 내
용을 읽을 수 있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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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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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반영된 소스
배경으로 사용한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div class="p_system_cont">
<ol class="hidden">
<li>역무대행계약체결
<dl>
<dt>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 / 영산강 물환경 연구소</dt>
<dd>대행기간(공고2월 + 본사업12월 + 정산1월) 최소 15월</dd>
</dl>
</li>
<li>사업수행계획 작성 (자체수행 기관은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dl>
<dt>영산강 물환경 연구소</dt>
<dd>당해년도 수행과제, 과제별 사업비</dd>
</dl>
</li>
<li>사업승인 (자체수행 기관은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p>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p>
</li>
<li>사업공고 및 과제신청/접수 (자체수행 기관은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dl>
<dt>영산강 물환경 연구소</dt>
<dd>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사업안내서, 제안요구서 등)</dd>
</dl>
</li>
<li>과제선정평가 (자체수행 기관은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dl>
<dt>영산강 물환경 연구소</dt>
<dd>사전검토, 서류심사, 분야별 과제심의 &gt; 수계위 보고</dd>
</dl>
</li>
<li>계약체결 (자체수행 기관은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ul>
<li>영산강 물환경 연구소 + 주관 연구기관</li>
<li>주관 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li>
</ul>
</li>
<li>연구사업 수행
<p>연구기관: 계약내용에 따라 과제별 연구수행</p>
</li>
<li>중간/연차/최종보고 (자체수행 기관은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ul>
<li>중간보고: 계약체결후 6월 (보고 후 잔금지급)</li>
<li>연차보고: 계약종료일 15일 전</li>
<li>최종보고: 계약종료 1개월 전</li>
</ul>
</li>
<li>조사연구 결과평가
<dl>
<dt>영산강 물환경 연구소 (분야별 과제심의위원회)</dt>
<dd>중간/연차/최종 평가</dd>
</dl>
</li>
<li>사업비 정산
<p>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 / 영산강 물환경 연구소</p>
</li>
<li>사업결과 활용
<p>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 / 영산강 물환경 연구소</p>
</li>
</ol>
</div>
• background img의 내용들을 텍스트로 표현하고 ‘숨김’처리하여 시각장애인들은 리더기로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처리

- 31 -

그림37. 반영된 화면
<표 9> 반영된 소스
배경으로 사용한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사용자가 파악할수 있
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ol>
<li>Step1 약관동의<span>현재절차</span></li>
<li>Step2 회원정보입력</li>
<li>Step3 회원가입완료</li>
</ol>
• 그림29는 회원가입절차를 나타내는 이미지인데, 일반사용자는 육안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알수 있으나 스크린 리더기
사용잘들은 회원가입 절차중 현재의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텍스트 “현재절차”로
표시하여 스크린 리더기사용자로 하여금 현재의 페이지는 회원가입중 어느 절차에 있는것인지를 알수 구현하였다.

그림38.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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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반영된 소스
배경으로 사용한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사용자가 파악할수 있
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ul>
<li>
<span class="hidden">국외 환경연구 사이트</span>
<ul class="ls_lint04">
<li><a target="_blank" href="http://www.epa.gov/" title="새창으로 연결">미국환경청 <br>
<span>epa.gov</span></a>
</li>
</ul>
</li>
</ul>
•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파악할수 있게 대체텍스트 제공

• 모든 기능은 키보드 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39. 반영된 화면
<표 11> 반영된 소스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우스 이벤트와 키보드 이벤트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키보드(Tab키, Shift+Tab키, 상, 하,
좌, 우 방향키 등)로도 마우스로 사용하는 기능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판단)
• 해당 사례
(위 그림의 숫자는 키보드 Tab키의 이동순서를 의미합니다.)
Tab키로 이동시 그림의 숫자 순서로 포커스가 이동하여 모든 내용을 컨트롤 할 수 있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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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 반영된 화면
<표 12> 반영된 소스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우스 이벤트와 키보드 이벤트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키보드(Tab키, Shift+Tab키,
상, 하, 좌, 우 방향키 등)로도 마우스로 사용하는 기능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판단)
• 해당 사례 JQuery 구현 소스
$("#link_site01 a").each(function () {
$(this).click(function () {
$('.link_site02').hide();
$('.link_site01').toggle(0)(function () {
$('this').show();
});
});
});
$("#link_site02 a").each(function () {
$(this).click(function () {
$('.link_site01').hide();
$('.link_site02').toggle(0)(function () {
$('this').show();
});
});
});
$(".link_site_cont span.close a").each(function () {
$(this).click(function () {
$(this).parent().parent().hi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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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반영된 화면
<표 13> 반영된 소스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우스 이벤트와 키보드 이벤트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키보드(Tab키, Shift+Tab키, 상, 하,
좌, 우 방향키 등)로도 마우스로 사용하는 기능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판단)
• 해당 사례
플래시 내 각 지점의 정보를 일반사용자는 육안과 마우스를 사용하여 확인할수 있지만.
스크린 리더기 혹은 탭키사용자들은 사용이 어려움으로 “전체보기” 링크를 제공하여 플래시
내 각 지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수 있게 새로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보기” 링크는 일반사용자에게는 노출이 않되고 스키린 리더기 사용자와 탭키
사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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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그림42. 반영된 화면
<표 14> 반영된 소스
반복적인 내비게이션 링크를 뛰어넘어 페이지의 핵심부문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건너뛰
기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사례
Tab키 클릭 시 ‘콘텐트 바로 가기’ 기능제공을 통해, 반복되는 메뉴, 슬로건 등 내용을 건너뛰
어 바로 컨텐츠 영역으로 갈 수 있게 처리

그림43.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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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반영된 소스
스크린 리더기 사용자 및 탭키 사용자를 위한 반복 적인 컨텐츠 건너뛰기 제공
• 해당 사례
플래시 속의 각 지점의 정보가 너무 많다. “건너뛰기” 기능 미 제공시 스크린 리더기 사용자
및 tab키 사용자들은 각 지점 정보들을 다 읽어야만 다음 컨텐츠로 넘어갈수 있어서 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준다. 하여 “건너뛰기”기능을 제공한다.

• 새 창(팝업창 포함)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림44. 반영된 화면
<표 16> 반영된 소스
새 창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리 새로운 창이 열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a title=“새 창으로 연결” href=“http://emc.or.kr” target="_blank“>
환경관리공단
</a>
• 팝업 시 ‘새 창으로 연결’이라는 힌트로 팝업으로 열린다는 걸 인식하게끔 작업

그림45.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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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반영된 소스
새 창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리 새로운 창이 열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div id="main_siteLink">
<h3><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title.gif" alt="유관기관" /></h3>
<ul>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nier.go.kr/eric/portal/yeongsan/"
target="_blank">
<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1.gif" alt="영산강물환경연구소"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me.go.kr/"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2.gif" alt="환경부"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nier.go.kr"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3.gif" alt="국립환경과학원"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me.go.kr/ysg/"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4.gif" alt="영산강유역환경청"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keco.or.kr/"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5.gif" alt="한국환경공단"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kwater.or.kr/"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6.gif" alt="한국수자원공사"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kwwa.or.kr/"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7.gif" alt="한국상하수도협회"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jeri.re.kr/"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8.gif" alt="전남발전연구원"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gji.re.kr/"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09.gif" alt="광주발전연구원" /></a></li>
<li><a title="새창으로 연결" href="http://www.jthink.kr/" target="_blank"><img
src="images/main/main_siteLink_10.gif" alt="전북발전연구원" /></a></li>
</ul>
</div>
• 팝업 시 ‘새 창으로 연결’이라는 힌트로 팝업으로 열린다는 걸 인식하게끔 작업

•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등)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46.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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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반영된 소스
데이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summary 속성, <caption> 태그, <h1> ~
<h6> 중 하나)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table class="table1" summary=“공지사항 리스트입니다.">
<caption>공지사항</caption>
<thead>
<tr>
<th scope="col">번호</th>
<th scope="col">제목</th>
<th scope="col">일시</th>
<th scope="col">조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 class="tleft">
<a href="centerview.html">제목입니다.</a>
</td>
<td>2012-05-22</td>
<td>564564</td>
</tr>
</tbody>
</table>
• summary, caption 정보 제공

•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47.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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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반영된 소스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 셀 별로 대응되는 모든 헤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목 셀 (<th>)과
내용 셀(<td>)을 구분할 수 있는 태그를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table class="table1" summary=“공지사항 리스트입니다.">
<caption>공지사항</caption>
<thead>
<tr>
<th scope="col">번호</th>
<th scope="col">제목</th>
<th scope="col">일시</th>
<th scope="col">조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 class="tleft">
<a href="centerview.html">제목입니다.</a>
</td>
<td>2012-05-22</td>
<td>564564</td>
</tr>
</tbody>
</table>
• 셀 (<th>)과 내용 셀(<td>)을 구분

•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48.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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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반영된 소스
사용자가 페이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별로 적절한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title>영산강유역관리연구센터</title>
• title 표시

• 컨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49. 반영된 화면
<표 21> 반영된 소스
컨텐츠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컨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 해당 사례
그림의 숫자는 컨텐츠의 흐름 순서를 뜻함.
• 논리적인 순서로 컨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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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50. 반영된 화면

그림51. 반영된 화면
<표 22> 반영된 소스
키보드 초점 이동을 논리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 해당 사례
그림의 숫자는 키보드의 Tab키 흐름 순서를 뜻함.
• 논리적인 순서로 컨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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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반영된 화면
<표 23> 반영된 소스
키보드 초점 이동을 논리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 해당 사례
그림44의 숫자는 키보드의 Tab키 흐름 순서를 뜻함.
육안으로 주요기사, 더보기(more), 리스트 순서지만 스크린 리더기 및 탭키사용자를 위해 그
림 44와 같이 순서를 주요기사, 리스트, 더보기 순으로 구현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제목: 주요기사
내용: 주요기사 최신 글 5개 및 날짜
5개 기사외의 주요기사를 더 읽으려면 “더보기”를 클릭함을 인식시켜준다.

•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53. 반영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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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반영된 소스
온라인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 서식 구성 요소, 필요한 기능, 작성 후 제출 과정 등 서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사례의 원본 소스
<label for="login_id">
<img src="../images/member/id.gif" alt="아이디"/>
</label>
<input type="text" value="" title="아이디" size="24" name="login_id" id="login_id"/>
• <label> 태그의 for와 서식의 id가 동일하게 제공

• 텍스트의 크기에 맞춰서 배경과의 명도 대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54. 반영된 화면
<표 25> 반영된 소스
텍스트의 크기가 18pt 이상이거나 14pt 이상의 굵은 글꼴일 경우에는 배경과의 명도대비를
3:1이상으로 제공 해주면 되며 , 텍스트 크기가 18pt 미만 이거나 14pt 미만의 굵은 글꼴은
배경과의 명도대비를 4.5:1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해당 사례
글씨 색상의 명도대배가 부족하여 글씨에 흰색 테두리를 추가하여 명암대비 9:1을 구현하였다.
테두리 색상 #ffffff 텍스트 색상: #494949
배경색은 #ffffff로 글씨색상은 color:#4A832A 로 하여
명암대비 4.59 : 1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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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접근성 인증마크 심사 진행 및 결과
가. 웹 접근성 심사 진행
‘인증심사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정상 접수되
면 심사 수수료 납부 메일을 받게 되는데 수수료 납부 완료일부터 심사가 진행된다.
기초 심사는 S/W중급기술자 이상 웹 접근성 전문가 2인이 교차(Cross) 평가하
는 전문가 심사 평가로 주요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며 10개 지침을 주로 확인한다.
정밀 심사는 S/W중급기술자 이상 웹 접근성 전문가 2인이 교차(Cross)로 모든
지침,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정밀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주요 페이지별로 상세하게 평
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장애인 전문가에 의한 휴리스틱 평가(Heuristic Evaluation)와 장애
유형별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ing)가 혼합된 방식으로 수행 가능도를 측정, 실제
장애인 사용 문제를 평가하는 사용성 심사를 병행하여 보다 정밀하게 웹 접근성 수준을
심사한다.

그림55. 웹 접근성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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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웹 접근성 심사 접수일
7월 24일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에 대한 웹 접근성 심사를 접수했다.

그림57. 웹 접근성 심사 접수 확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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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기초 심사를 통해 발생한 불합격 사항들에 대한 ‘기초 심사 보고서’를 제
공받아 유예기간동안 수정/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했다.

그림58. 웹 접근성 기초 심사 보고서
불합격 사항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기초 심사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림59. 웹 접근성 기초 심사 합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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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심사와 동일하게 정밀 심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불합격 사항들에 대한 ‘정밀 심
사 보고서’를 제공받아 유예기간동안 수정/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
다.

그림60. 웹 접근성 정밀 심사 보고서
나.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심사 결과
총 4번의 심사를 거쳐서 9월 14일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현재 웹 페이지 하단
에 접근성 인증마크를 부착하였다.

그림61. 9월 14일 최종 합격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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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 웹접근성 합격 인증서

그림63. 현재(2012.11월) 운영중인 영산강수계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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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바일 서비스

1. 모바일 서비스 환경정의
가. 대국민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
국민을 대상으로 구축·운영되는 모든 행정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범정부 차
원의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편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
나. 표준구성요소 및 기술적 표준 제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표준 구성요소 및 기술적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일관성 도모
다. 필수활동 및 고려사항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 구축,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업무 추진 시 수행해야
할 필수 활동 및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도모
라. 정보보안 및 공통콤포넌트 활용방안
정보보안, 공통컴포넌트의 활용 등 이슈사항에 대한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모
바일서비스의 기획 , 구축,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64. 모바일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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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관련 지침 분석
모바일 환경은 각 단말의 OS와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포맷은 다양한 사용자의 디바이스 환경에서 호환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국민 서
비스의 경우 특별한 개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바일 웹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모바일 웹과 하이브리드 앱은 HTML, CSS, Javascript를 사용하여 구현 하였고, 공통된
UI 표현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66. 서비스 제공방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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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폰의 기본 브라우저(Browser) 해상도는 320*480 PX이며 지속적으로 고해상도
의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PPI(Pixel Per
Inch)는 LCD모니터의 PPI(72ppi)보다 높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 시 PC환경에서 확인하기
보다 실제 적용대상 기기에서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환경은 탭(Tap)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PC 웹과의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이
해를 기반으로 한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웹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하게 될 경우, 모
바일 화면에서는 페이지 내에서의 스크롤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사용하는
Frame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터치스크린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마우스 rollover
같은 이벤트를 사용할 수 없다.
신규 출시되는 디바이스의 해상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하
여 각 디바이스별 화면 해상도에 유동적으로 맞도록 개발하되, 하위버전도 수용할 수 있
어야 한다. 다양한 브라우저와 해상도에 Width 값이 꽉 차도록 개발하기 위해서는 넓이
값을 절대 값으로 설정하지 않고 100% 상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화면 유동성을 고려
하여 레이아웃에 고정 값의 절대좌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플랫폼에만 작동하는 기능에 의존하지 않았다.
플랫폼별로 지원되는 기능이 다르므로 이 요소들을 확인 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
능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Back
버튼은 iOS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메뉴와 내비게
이션 버튼은 화면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되어야 한다.

그림67. 한국형 DDC 권고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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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8.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축
2. 모바일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획 및 설계
가. UX 기획 및 디자인 기본 원칙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서비스는 크게 대상사용자 군에 따라 대국민서비스와 행정
서비스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국민서비스의 사용자는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한다. 이는 다양한 연령, 성별, 지적, 사회적 수준의 사용자를 포괄해야 함을 의미
한다. 그러나 개별 서비스는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국민들 중 특별히 정의된 사용자 군
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반면 행정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성격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한다.
UI 설계에 있어 사용자의 특성과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것을 예측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국민서비스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기
획/설계 하였다.
UX 디자인 기본원칙은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다음사항을
준수 하였다.
-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 소수의 핵심기능에 집중한다.
- 디바이스의 호환성, 확장성을 고려한다.
-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다.
- 웹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한다.
- 일관성을 유지한다.
- 이미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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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핵심 기능에 집중 하였다. 모바일 화면은 제안된 크기 때문에 웹사이트와
같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어렵다. 웹 사이트와 동일한 정보를 그대로 모바
일로 전환하려 한다면 여러 번의 탭과 브라우징을 요구하여 복잡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매우 불편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며 사용자를 이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메뉴와 계층구조를 따라 메뉴를 찾아 들어가게 하는 방식은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
목적을 분명히 한다. 여러 가지 주제의 메뉴를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정체성(Identity)이 모호해지는 것을 피하였다. 하나의 서비스는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몇 개의 추가 기능으로 구성하
는 것이 좋다. 이질적인 성격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 보다는 서비스를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1) Layout 구성요소
m Indicator 영역 : 각종 서비스의 알림 및 수신, 네트워크 ,배터리 상태 등을 아이
콘화 하여 제공한다.
m Header 영역 : 기관의 로고 또는 사이트 명을 제공하여 사이트의 정체성
(Identity)을 전달한다.
m Navigation 영역 : 주로 홈이나 이전 또는 최상위 메뉴 같은 주요 이동만 제공
되며 모바일 웹의 경우 브라우저 내비게이션 버튼을 활용하므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m Content 영역 :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정보를 담는다.
m Button 영역 :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버튼은 해당 콘텐츠 아래에 배치하
는것이 일반적이나 상단에 위치시키는 경우도 있다.
m Footer 영역 : 저작권, 연락처, PC웹으로의 링크 등의 내용이 제공된다.

그림69. Layout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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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바일 레이아웃
1) 작은 스크린에 적합한 콘텐츠
- 대국민 서비스를 모바일 전환할 때 PC웹에 있는 모든 정보를 모바일로 전환하
는 것은 디바이스 화면크기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주요 콘텐츠에
대한 선택적 적용이 필요하다.
- 동일한 콘텐츠를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에 담았을 때, 모바일의 경우에는 PC
에 비해 사용자의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큰 글씨, 간
결한 내용을 담도록 한다.
- 작은 화면에 너무 많은 콘텐츠를 배치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접근하기 어렵다. 긴 내용은 여러 페이지로 적절하게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좋다.
2) 세로형 배치
- 모바일 화면은 가로 스크롤보다는 세로 스크롤이 훨씬 편리하므로 공공서비스
의 콘텐츠 레이아웃은 단일 칼럼의 세로 레이아웃을 기본형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서비스
의 성격에 따라 가로 레이아웃을 기본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70. 세로형 배치 Layout
UX 기본 원칙
(1) Navigation 정보 구조의 단순화
정보 계층의 폭(width)은 계층의 최상위 단계에서 제공하는 옵션들의 수이며, 깊
이(depth)는 계층 단계 수이다. 정보의 계층이 너무 깊다면 사용자는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한 이동방법이 복잡해지기 쉽다. 모바일은 3 depth 이상 깊이는 지양하고 화면 연결설
계가 되어야 원하는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도 용이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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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 메뉴 구조 형태
(2) 디바이스별 공동 제스처 사용0
제스처의 활용은 디바이스 간 공통 지원되는 요소들로 개발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스처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스처를 사용하는 경
우는 사용자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예
측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제스처를 주요한 기능과 결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지원되는 제스처를 활용하는 경우, 그것을 보조적인 기능으
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통적인 제스처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표 26> 공동 제스처

Tap

컨트롤이나 항목을 고를 때

Drag
Flick

화면을 스크롤 할 때

(마우스

한번 클릭과 같음)

스크롤하거나 방향을 신속히 바꿀 때

Double tap

콘텐츠나 이미지 블록의 가운데를 더블 탭하여 줌인

Pinch open
Pinch close

줌인 할 때

Touch and hold

이미 줌인 된 것을 줌 아웃 할 때
줌아웃 할 때
컨텍스트 메뉴 열 때
텍스트에서는 복사하기

(3) 버튼의 정의
버튼의 적용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m 버튼은 터치 가능한 최소영역 40*40 Pixel 이상의 크기로 제작.
m 버튼을 탭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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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버튼의 경우 크고 잘 보이는 위치에 표현한다.
m 버튼명은 가능한 짧고, 직관적으로 의미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m 버튼명은 한글을 기본으로 한다.
m 버튼의 레이블은 영문명을 제외하고는 붙여 쓰기 하는 것이 좋다.
(예: 신청서 작성 à 신청서작성)
m 버튼의 텍스트는 충분한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m 버튼의 형태는 클릭 가능한 상태로 보여야 한다.
m 버튼은 Default, Disabled, Focused, pressed 4가지 상태를 가진다. (터치스크
린 화면에서는 focused 상태의 동작이 안 됨)
m 버튼의 정렬은 화면의 중앙이나 우측 정렬이 가능하며 전체사이트에 페이지
별로 일관된 규칙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m 버튼의 배치는 중요한 순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m CSS3를 지원하는 단말의 경우 기존에 이미지를 이용해야만 가능했던
Gradient, DropShadow, Round Corner 같은 효과들을 태그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이 기능들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이미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m 액션의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버튼들은 색상을 달리하여 표현
해 주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다. (예: 전체삭제 버튼 등)
m 현재 화면에서 선택이 가능한 버튼과 불가능한 버튼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
다.
m

그림72. 버튼 형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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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 주요 기능 정의

그림74. 주요 상세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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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 주요 기능 흐름도

그림76. 지점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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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 지도 기반 자료 제공

그림78. 지점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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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9. 주변 위치 정보

그림80. 수질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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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서비스 구축
“모바일 서비스”는 이동 네트워크 또는 이동 단말을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 기술들과 서
비스 기술들을 종합하는 기술로, 주로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접속해야 했으나 다양한 휴대
용 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영산강 웹 앱 사용하기
영산강 웹 앱(파일명: yeongsanWebappAndroid.apk)을 다운받아 설치를 완료하면 화
면에 다음과 같은 웹 앱 아이콘이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81. 설치 완료 된 화면
앱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그림82. 실행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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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3. 로딩 화면
로 딩 이 완 료되 면 구 글 지도상에 보라색으로 표 시된 영향 권 역과, 수 질 등 급 에 따
른 지점이 점으로 나타나며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 연구센터가 별 모양으로 표시되
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 단 에는 총 4개의 메 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 부터 “지도”, “전체자료”, “주
변검색”, “수질기준” 순이다.

그림84. 지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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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위치한 “+” 버튼을 클릭하거나,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지점을
터치한 다음 손가락을 펼치면 지도가 확대되는데, 이 때 영향권역 뿐만이 아니라 대권역,
중권역이 영향권역과는 다른 색으로 표시된다.

그림85. 확대한 지도 화면
지도 우측 상단에 위치한 “지도” 콤보 박스를 클릭하면 현재 보이는 지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지도”가 선택되며 “지형”은 체크되어 있지 않다.

그림86. 지도 종류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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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체크하면 동고서저(東高西低) 형태의 전체적 지형, 국토의 산줄기들과 그 사이를 흐
르는 강과 평야 지대의 모습을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림87. “지도”의 “지형”을 체크한 화면
“위성” 지도를 선택하면 “라벨”도 같이 선택되어 지도상에 행정구역명 및 시/군이 표시된다.
“라벨” 선택을 해제하면 행정구역명칭은 안보이게 되고 수계명만 표시된 위성지도를 볼 수 있다.

그림88. “위성”의 “라벨”을 체크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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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9. “위성”의 “라벨”을 체크를 해제한 화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종류”에 따른 “년/월”을 선택 할 수 있는
데 여기서 조회한 기준으로 지점별 데이터를 조회하여 보여준다. 현재 BOD를 기준으로 조회되었으
며 지점을 클릭하면 BOD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90. 현재 검색 화면
“종류”를 선택하면 하단에 검사 종류를 선택하는 리스트가 조회되고 상하로 스크롤하여 원하
는 항목을 선택하고 “Done”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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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1. “COD”선택 화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지점의 데이터가 COD를 기준으로 조회된다.

그림92. “COD” 조회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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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물환경연구소는 붉은색 별 표시로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별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명이 적힌 말풍선이 뜨며 말풍선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의 정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림93. 영산강물환경연구소 클릭 화면

그림94. 말풍선 클릭 화면

지점을 클릭하면 지점명이 적힌 말풍선이 뜨며, 해당 지점에 대한 수질 데이터 및
정지점 정보는 말풍선을 선택하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95. 지점 클릭 화면

그림96. 지점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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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하단 메뉴 중
회된다.

두 번째인 “전체자료”를 선택하면 모든 측정소의 모든 검사 항목이 조

그림97. “전체자료” 로딩 화면

그림98. “전체자료” 화면
우측 상단의 “

”를

클릭하면 자료의 정렬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그림99. “전체자료” 정렬 순서 설정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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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종류를 선택하여 “지점”을 선택한 후, 두 번째 종류에서 “오름차순”을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전체 측정소가 정렬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100.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정렬된 결과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두 번째 종류를 선택하고 “내림차순”을 선택한 후 “Done”버튼을 클릭
한 후 완료 버튼을 선택한다.

그림101. “내림차순”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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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2. “지점”별로 “내림차순”된 화면
다시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첫 번째 종류를 선택하고 “BOD”를 선택한 후 “Done”버튼을 클
릭한다.

그림103. “BOD”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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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번째 종류를 선택하고 “오름차순”을 선택한 후 “Done”버튼을 클릭한 후 완료 버튼을 선택

그림104. “오름차순” 선택 완료 화면

그림105. “BOD” 별로 “오름차순” 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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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메뉴 중 “주변검색”을 클릭한다. 검색한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최대 220km내
의 측정지점을 검색하고, 수질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106. “주변검색” 화면

그림107. “주변검색”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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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를 선택하면 지도상에 선택 측정 지점이 선택된 채 표시되고, 검색한 사용자의 위
치와 반경이 표시된다. 지도상에 붉은 점이 검색한 사용자이고 노란색 반경이 검색반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108. “섬진강댐”의 “지도보기” 버튼 클릭후 화면

그림109. “섬진강댐” 지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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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메뉴 중 맨 마지막 메뉴인 “수질기준”은 하천수의 수질을 기준으로 하여 웹 앱 사용자들
이 알기 쉽도록 풀어 쓴 간략한 수질등급사전이다. 이 기준으로 지도상의 각 지점의 색이 다르게 표
시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110. “섬진강댐” 지점내역1

그림111. “섬진강댐” 지점내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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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맨틱 검색

시맨틱(semantic)은 "의미의, 어의의"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맨틱 검색이란 "뜻을
이해하는 검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문장이나 단락에 기술된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대
상으로 검색하는 것을 나타낸다. 시맨틱 검색은 사용자의 검색의도를 파악하고, 문서에 기
술된 어휘의 의미와 문맥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반 기술로는 문단 주제 추출, 문장 주제 추출, 시맨틱 프레임 생성, 질의 의미
분석 등이 있다.
시맨틱 검색은 의미에 기초한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결과의 정확도가 높으며,
즉답 형태의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

시맨틱 검색 기술 – 키워드검색 vs 시맨틱검색
N-GRAM 검색은 1음절, 2음절, 3음절, … 등 음절 단위의 색인어를 생성해 두고, 검색어
에 매칭시키는 방법인데, 높은 재현율을 보장하나, 의미 단위 색인어 추출방식이 아니기 때
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천국"으로 검색하면 "인천국제공항"이 검색되는 문
제가 있다.
형태소분석 검색은 형태소 단위의 색인어를 생성해 두고, 검색어에 매칭시키는 방법이
다.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를 기준으로 색인어를 추출했기 때문에 N-GRAM보다 정확
도가 높다. 현재 형태소분석은 키워드검색의 대표주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형태소분석 검색
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 색인어 추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효리 생일"이
란 검색어에 대해서는 "이효리, 생일"이란 단어가 포함된 문서만 검색된다. "출생", "태어났
다" 등으로 기술된 문서는 의미가 같더라도 검색 결과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시맨틱 검색은 문맥을 분석하여 주제어를 추출하여 색인어로 생성해 두고, 검색어
에 매칭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주제를 기술한 문서만을 검색결과에 노
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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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검색유형별 비교

Primitive
Key Extraction
Key Form
User Intention

Semantic Search
Relevance
(Quality)
Ranking
Precision
Recall
적용 분야 예

N-GRAM 검색
자소
Context-Free
String
No
No

형태소분석 검색
품사
Context-Free
Word
No
No

시맨틱 검색
문맥
Context-Sensitive
Phrase
Yes
Yes

통계기반
Low
High
책, 영화 제목

통계기반
Middle
Middle
요약문

의미기반
High
Low
본문

형태소분석 검색

시맨틱 검색

Poor

Good

Excellent

<표 28> 검색유형별 색인어 예시

원문

이순신은 인종 1년인
1545년 4월 28일,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삼계탕
●재료

N-GRAM 검색

이순, 순신, 신은,
인종, 1년, 년인, 15,
45, 5년, 4월, 28,
8일, … (생략)
지방, 방간, 간을,
예방, 방하, 하기,
위해, 해서, …
(생략)

이순신, 인종, 1년,
1545년, 4월, 28일,
서울, 건천동,
태어났습니다

지방간, 예방, 위해서,
과음, 과식, 피하고

이순신 출생일 1545년
4월 28일
이순신 출생지 서울
건천동
지방간

예방법

삼계, 계탕, 재료,

영계, 1마, 마리,
영계 1마리, 찹쌀 2/3
참쌀
2/, /3, 3컵,
삼계탕, 재료, 영계,
컵, 대추 8개, 밤 5개, 대추, , 8개,
밤, 5개, 1마리, 참쌀, 2, 3컵,
마늘 4쪽, 수삼 또는
마늘, 4쪽, 수삼,
대추, 8개, 밤, 5개,
건삼 1뿌리
또는, 건삼, 1뿌,
마늘, 4쪽, 수삼, 또는,
●만드는 법
뿌
리, 만드, 드는, 법, 건삼, 1뿌리, 만드는,
1. 영계를 준비하여 내
영계, 계를, 준비,
법, 1, 영계, 준비,
장을 깨끗이 씻어 내고 1.,비하,
내장,
깨끗이, 씻어, 내고,
뱃속에 찹쌀, 마늘, 대 장을, 하여,
깨끗, 끗이,
뱃속, 참쌀, 마늘,
추, 밤을 넣고 꿰맨다.
씻
어, 내고, 뱃속,
대추, 밤, 넣고,
2. 영계가 잠길 정도로
속에, 찹쌀, 마늘, 꿰맨다, 2, …. (생략)
물을 넉넉히 붓고 인삼
대추, 밤을, …
을 넣어 뚜껑을 열어
(생략)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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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요리법

시맨틱 검색 기술 – 색인
시맨틱 주제를 추출하는 방법은 문장을 분리하고 문맥 패턴을 매칭하여 타이틀, 속성,
즉답을 추정하여 색인어를 생성한다. 타이틀이란 문장에서 기술되는 주어(subject)이며, 속
성은 서술어(predicate)이며, 즉답은 목적어(object) 이다.

그림112. 타이틀, 속성, 즉답

그림113. 시맨틱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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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 검색 기술 – 시맨틱 프레임
색인이 끝나면, 방대한 문서로부터 각각 추출된 색인키를 검색결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계를 시맨틱 프레임이라고 부르며 이 단계에서 타이틀을
기준으로 속성과 즉답에 대한 정규화 및 랭킹을 부여하게 된다.
<표 29> 시맨틱 프레임 예

타이틀

파스타

속성
시청률
극중인물
주인공

만드는 법
출연진

즉답

10%, 10.8%, 11,9%, 12,5%, 13.4%, 15.1%, 18.5%

오세영, 이지훈, 한상식
공효진, 알렉스, 오윤아, 이선균
파스타 재료: 저민 마늘, 페페론치노(갈은 고추),
올리브 오일, 파슬리, 스파게티면, 파마산 치즈…
공효진, 알렉스, 오윤아, 이선균,노민우,이현욱
김산, 서유경,

시맨틱 검색 기술 – 구축 사례
시맨틱 검색은 현재 네이트와 11번가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114. 구축사례-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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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5. 구축사례-11번가
시맨틱 검색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 “의미있는” 키워드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WEB 2.0 그리고 3.0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맨틱 검색이 가져오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몸소 체험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1. 웹 기반 연구 네트워크 운영 및 안정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치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웹 기반 연구 네트워크는 영
산강, 금강, 한강의 물관리 연구 네트워크가 하나의 서버에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웹 서
비스를 위한 Software로 상용 웹서버(Web Server)인 Apache와 웹 어플리케이션서버
(Web Application Server-WAS)인 Tomcat으로 구성되어 3개의 사이트가 구동되고 있
다. 많은 사용자의 안정적인 접속과 웹 사이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H/W 및 S/W에 대
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였다.
2. 웹 기반 연구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상주하는 운영요원을 통해 웹사이트의 중요한 장애 발생과 같은 긴
급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 수정 및 업데이트, 파일교체, 소스수
정, 웹서버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 재구동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그
림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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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6. 장애처리절차
3. 자료 갱신
공문을 통해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확정된 수질 자료 및 기상자료를 월 1회
DB 테이블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
스템의 DB 테이블 내역을 주기별로 정리한 표이다.
<표 30> 제공 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 DB테이블 내역
구분
공통

수질

댐
유량
우량
수위
우량2
기상
수질유량

물환경 정보시스템 테이블명(갱신주기)
법정동매핑테이블 (년1회또는변경시)
수계전체매핑 (년1회또는변경시)
수질월평균자료 (월1회)
수질일/회차별측정자료 (월1회)
입력검사정보 (월1회)
측정항목코드 (년1회또는변경시)
측정지점정보 (년1회또는변경시)
댐관측자료 (일1회)
댐관측소 (년1회또는변경시)
유량관측자료 (일1회)
유량관측소 (년1회또는변경시)
우량관측자료 (일1회)
우량관측소 (년1회또는변경시)
수위관측자료 (일1회)
수위관측소 (년1회또는변경시)
기상지상관측자료 (일1회)
기상지상관측소 (년1회또는변경시)
기상AWS관측자료 (일1회)
기상AWS관측소 (년1회또는변경시)
수질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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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DB 갱신주기

년1회 또는 변경시
년1회 또는 변경시
월1회
년1회 또는 변경시
월1회
년1회 또는 변경시
월1회
년1회 또는 변경시
월1회
년1회 또는 변경시
월1회
년1회 또는 변경시
월1회
년1회 또는 변경시
월1회
년1회 또는 변경시

4. 프로그램 갱신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플래시 수계 부분 중, “이전검색”을 “상세검색”으로 명칭
경 하면서 통합검색 페이지를 링크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림117. 변경 전 화면

그림118. 명칭 변경 및 링크 변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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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통합 검색 페이지의 수계별 검색 조건에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제주”, “기타
수계” 로 검색 할 수 있도록 수계 조건을 추가 하였다.
행정구역별, 수계별로 측정 지점을 조회할 수 있고, 수질 및 기상 데이터를 검색하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림119. 추가 된 수계 검색
메인 화면 우측 하단의 UI 재구성 하였다.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웹 페이지를 접속
하는 사용자들에게 정보의 정확성을 꾀할 수 있으며, 트위터 연동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트위터에 등록되는 환경 기사 및 환경부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자
료를 제공하므로 정보의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120. 개선된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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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

1) 웹취약점 진단

• 진단 목적

국립환경과학원의 중요 홈페이지 취약점진단을 수행함으로써, 현 홈페이지의 보안
수준 파악 및 해당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신뢰 / 안전성을 확
보하는데 있음.
• 점검 기간 : 2012. 4. 9 〜 4. 19(9일)
• 점검 기관 : 환경부 사이버 안전센터
• 진단 결과

순번

취약점 리스트
1 1.2.SQL Injection 명령 실행
2 2.1.XSS
3 4.1.파라미터 변조
4 4.2.파일 다운로드
5 6.2.에러 처리 미흡
실행(파일 업로
6 6.3.악성파일
드)
로그인 시도 임계치 설
7 6.6
정
중요정보 확인시 재인증
8 6.7
절차 부재
9 8.2.관리자 페이지 노출
통한 인증
10 8.6.대체경로를
우회
11 10.1.Clickjacking
12 11.2.실명인증우회기능

메뉴

조치여부
통합검색
O
주요활동 게시판 등 모든 게시
O
판, 게시판 검색
영산강 뉴스 게시판 및 모든
O
게시판
파일다운로드 페이지
O
에러 페이지
O
영산강 뉴스 게시판 등 모든
O
게시판
로그인 페이지
O
회원정보 수정페이지
O
관리자 페이지
O
1단계사업 게시판 등 모든 게
O
시판
연구보고서외 관리자페이지 및
O
모든 게시판
영산강 뉴스 게시판 등 모든
O
게시판

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 진단 목적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웹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을 통하여
발견된 웹서비스의 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을 조치, 개선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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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기간 : 2012. 5. 7 〜 5. 20(2주)
• 점검 기관 : 환경부 사이버 안전센터
• 진단 결과
홈페이지명 도메인 개인정보노출 서버취약
점
영산강
river.nier.g
유역관리연구 o.kr/yeongs
1
센터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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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테스트
게시글
노출

조치
여부
O

제4장 환경기초조사사업 결과 및 유역 내 환경관련
조사연구자료 DB화
1. 환경기초조사사업 DB화

본 사업은 환경기초조사사업 활용성의 미진함으로 인한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보다 효율적·통합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결과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
구결과물들을 조사·분석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 내 새로운 정책추진 시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결과물들을 수집하고 DB화하여 유역관리연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를 공유하였다.
연구 자료의 DB화는 키워드, 제목, 참여 연구진, 발행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현재는 2011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의 메타데이터
가 작성되어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연구센터 홈페이지에 DB화 하였다(그림 121, 122).

그림121. 환경기초조사사업 DB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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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2. 연구성과 DB화 목록
2. 영산강·섬진강수계 내 유관기관 연구자료 수집

영산강·섬진강 수계 내에서 추진해왔던 연구현황의 지속적인 조사와 더불어 연구결
과물들을 효율적으로 분석·적용할 수 있는 활용 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사업
에서는 우리수계 내에서 추진해왔던 물환경관리 연구 자료를 확보한 후 DB화하여 홈페
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표 31).
수집한 연구 자료는 총 10개 기관에서 물 환경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목록을 확보하
였고, 연구 자료의 원본파일 또는 요약파일로 확보 가능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기타자료는 링크를 통해 연구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수계 내
유관기관의 연구 자료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수계내
의 환경연구자료 총괄과 정보 공유를 위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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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3. 유관기관 DB화 목록

제5장 유역 내 물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영산강물환경연구소는 2012년 5월 광주과학고등학교와 학술 교류 협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적 탐구능력과 가치관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R&E활동에 적극 참여하
며, 각종 첨단기자재를 사용하여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자 협약하였
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 교육에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그림124. 광주 과학고 학생 본 연구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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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과제달성도 및 활용방안
1. 달성도
추진계획

유역관리연구센터 운영

물관리 워크숍 개최
소식지 및 자료집 발간

추진실적

○ 유역 내 연구현황 자료 조사 및 분류체계 수립
○ 유역관리연구센터 연구위원회 구성
○ 유역관리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가 역량
결집 및 인프라 확대
○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유역 내 당면과제에 관
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유역 내 물환경 현안문제 분석 및 대안모색
○ 유역 내 당면과제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센터소식, 유역 내 물환경 소식 및 연구동향
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발간(전·후반기)
○ 수집한 연구자료를 이용해 자료집 발간(습

계획대비
진도율
(%)
100

100

100

지관련 자료)

웹기반 연구네트워크 수정
및 활성화

○ 유역관리연구센터 웹페이지 홍보 및 운영,
안정화
○ 사용자 요구분석 후 필요한 콘텐츠 개발 등
데이터베이스 수정․보완
○ 유역환경정보시스템 콘텐츠 보강·확대

100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함한 조사
연구사업 결과 및 물환경관련 조
사연구자료의 DB화

○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포함한 유역 내 연구자
료 수집 및 DB화
○ 연구과제별 수집된 연구결과 정리, 요약 작성

100

2. 활용방안

○ 효율적인 조사연구사업 관리/물환경정보 관리
○ 유역 내 환경관리 연구역량 인프라 확대
○ 유역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물환경 정보수집 체계 마련
○ 학회지 1편 게제(환경농학회 : 영산강·섬진강 수계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 및 포스터 발표(한국물환경학회 : 영산강수계 물관리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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