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식의 용이성(37점)

1.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인식(18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①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하고 있는가?

평가형태 : 정량평가(준수율)

평가방법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
-------------------------------

전체 텍스트 아닌 콘텐츠 수

①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인 KADO-WAH(Web

Accessibility Helper) 를 이용하여 평가

8점

(2) 의미나 기능이 동일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하고 있는가?

평가형태 : 정성 + 정량평가

평가방법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 - 의미나 기능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

--------------------------------------------------
전체 텍스트 아닌 콘텐츠 수

<의미나 기능이 동일하지 않는 사례>

①대체 텍스트가 이미지와 동일한 의미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때(해당 이미지와 비교해서

불충분한 의미나 기능을 제공할 때)

②의미 있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텍스트가

무의미하거나 잘못 제공될 때 (alt="" alt="빈공간",

alt="사진1", alt="이미지" 등)

③의미가없는이미지에무의미하거나잘못된대체

텍스트를제공할때(alt="블릿1", alt="화살표",

alt="왼쪽테두리", alt="공백 이미지" 등)

‣ 위와 같은 글머리 기호, 테두리, 장식용 이미지,

공백 이미지 등 의미가 없는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alt=" " 으로 제공해야 함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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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이미지에 대한 대체 콘텐츠의 인식(5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②

배경이미지가의미를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제공해야한다.

(3)배경으로사용한이미지가의미를갖는경우,

배경이미지의의미를사용자가파악할수있도록

대체콘텐츠를제공하는가?

평가형태 : 정성 + 정량평가

평가방법 : 대체콘텐츠미제공개수에따라 감점

(1개 - 0.5점, 2개 -1점 ··· 10개이상 -5점)

5점

3. 영상매체의 인식(10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③

동영상,음성등멀티미디어

콘텐츠를이해할수있도록

대체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제공해야한다.

※ 예외사항

-실시간방송,음성이없는음악방송의경우

- UCC(User Created Contents)의경우별도의

사용자 UCC 전용 게시판이 있는 경우

(4) 동영상,음성등멀티미디어콘텐츠는대체수단

(자막,원고또는수화)을제공하고있는가?

평가형태 : 정성 + 정량평가

평가방법 : ‘홍보 동영상 보기’ 등과 같은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최대한 찾아내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분을 클릭, 나오는

음성정보(멘트, 소리 등)를 들어보고

동일한 정보의 동기화된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는지 확인

※ 해당 페이지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멀티미디어

관련콘텐츠로링크가되어있는경우등을 모두

포함하여평가

①셋중에하나라도동일하게인식할수있다면 10점

②정보제공수준에따라 3~7점(정성적평가)

10점



4. 콘텐츠의 시각적 명료성(4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④

색상을배제하여도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등으로콘텐츠구분이

가능해야한다.

(5) 색상이외에도명암이나패턴으로콘텐츠구분이

가능한가?

평가형태 : 정성평가

평가방법 : 색상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콘텐츠

(텍스트, 그래픽 정보 등)를 찾아 감점

(1개 -3점, 2개이상 -4점)

※흑백Print및흑백모니터로출력할경우콘텐츠를

구분하지못할경우준수하지못한것으로판단

4점

2. 운용의 용이성(33점)

5. 이미지맵 기법 사용 제한(1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⑤

서버측 이미지 맵을 제공

할경우, 해당내용및기

능을사용할수있는대체

콘텐츠를제공해야한다.

(6) 서버측 이미지맵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

공하는가?

평가형태 : 정성평가

평가방법 : 지도서비스 등과 같이 서버측 이미지

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의

페이지 소스를 열고 'ismap'을 검색

하여 발견된다면 맵에 사용된 링크

목록 제공 여부 확인

<준수>

①서버측이미지맵을사용하지않고클라이언트측

이미지맵만을사용한경우 1점

②서버측이미지맵사용시,맵에사용된링크목록이

제공되며,키보드로접근이가능한경우 1점

<미준수>

①키보드로접근가능한대체링크를미제공한경우0점

②맵에사용된링크목록을미제공한경우 0점

1점

 



6. 프레임의 사용 (5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⑥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해

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

을제공해야한다.

(7)프레임별로적절한 title속성을제공하고있는가?

평가형태 : 정성 + 정량평가

평가방법

적절한 title 속성 사용 수
----------------------------- - 4개 이상 프레임 사용 수
전체 프레임 수(iframe, frame)

① 해당페이지의소스에서 <frame>, <iframe>요소를

찾아, tltle 속성으로 프레임 제목을 적절히 제공

하는 숫자를 파악(프레임 제목은 내용을 인식

할수있도록짧고간결하게표현해야함).

②사용된프레임개수를찾아 4개이상부터추가

감점(4개 - 0.5점, 5개 -1점, ··· 13개이상 -5점)

‣ 내용이 없는 빈 프레임의 경우에도 title="빈프레임"

또는 title="내용 없는 프레임” 등과 같이 title 제목을

제공해야 함.

5점

7.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3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⑦

깜빡이는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경고 및

제어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8)깜빡이는콘텐츠를사용할경우,이에대한경고

및제어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가?

※깜빡임기준 :주파수범위가3Hz ~49Hz사이인콘텐츠

평가형태 : 정성+정량평가

평가방법

① Flickering and Photosensitive Epilepsy

(http://tools.webaccessibile.org/test/check.aspx) 

등을이용하여깜빡이는콘텐츠찾기

② 깜빡이는콘텐츠에대한사전경고및제어기능을

제공하지않은콘텐츠가 1개라도발견되면 0점

3점



8.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16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⑧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

를제어할수있어야한다.

(9) 키보드만으로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제어가가능한가?

평가형태 :정성평가

평가방법

① Flash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Internet Explorer(IE) 브라우저를이용해페이지의

첫 번째 콘텐츠에서부터 시작하여 Tab키와

Shift+Tab키, 방향키를눌러가며모든기능으로의

접근및제어여부를확인

② 해당페이지내의모든기능의접근및제어가가능

하면 12점

③멈추지는않으나,기능을모두활용하지못할

경우그정도에따라 3.6점~ 8.4점

④특정부분에서멈추거나제어가불가능한 경우 0점

⑤키보드로 메뉴선택 시 커서 모양의 변경 등에 따라

사용자가 움직이는 커서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경우 추가감점(-1점)

12점

(10) <select>(목록상자) 사용 시 해당 목록을 선택

한 후 [이동] 버튼을 반드시 제공하고 있는가?

(키보드로 모든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제공)

평가형태 :정량평가(준수율)

평가방법 :
조건만족 목록상자 수

---------------------
전체 목록상자 수

① <select>(목록상자)를찾아평가

2점

(11) focus만으로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며,

활성화(activate)에의해상황이바뀌고있는가?

평가형태 :정성평가

평가방법

① 탭 메뉴 콘텐츠(Flash 메뉴 제외, ⑰번 지표에서

평가)에서 focus만으로급격하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며,하위메뉴로접근이가능하면 2.0점

② focus만으로급격하게상황이바뀌지않지만,하

위메뉴로접근이불가능하면 0.8점

③ focus만으로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어, 이전 콘

텐츠로접근이불가능하다면 0.4점

2점



9. 반복 내비게이션 링크(3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⑨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한다.

(12)적절한건너뛰기링크(skip navigation)을제공

하고있는가?

평가형태 :정성평가

평가방법

① Skip navigation을 페이지 최 상단에 제공하며,

본문으로바로이동이가능할경우 3점

③ Skip navigation이 본문으로 바로 이동은 가능

하지만,페이지최상단이아닌다른곳에제공할

경우 2.1점 ~ 2.7점(위치에따라)

④ Skip navigation을 제공하나 본문으로 바로

이동이되지않을경우 1.5점

⑤ Skip navigation을제공하지않을경우 0점

3점

10. 반응 시간의 조절기능(2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⑩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경우,시간제어기

능을제공해야한다.

(13)이용에시간제한이있는콘텐츠의경우시간설

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가?

※ 예외사항

- 경매,실시간게임,시험등과같이시간제한이

필수적인콘텐츠

평가형태 :정량평가(준수율)

평가방법

시간설정 변경기능이 있는 콘텐츠 수
-----------------------------------

전체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 수

2점



11. 새창의 사전 경고(3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⑪

새 창(팝업창 포함)을 제

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

전에알려야한다.

(14) 사용자의입력없이자동으로발생하는새창을

사용하는경우는없는가?

평가형태 :정량평가

평가방법

① 새창(레이어팝업포함)을사용시,사용자의입력

없이자동으로발생하는새창이있는경우감점

(1개 -0.8점, 2개 -1.2점, 3개 -1.6점, 4개이상 -2점)

2점

(15)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발생하는 새 창은 미리

새창임을알리고있는가?

평가형태 :정량평가(준수율)

평가방법

미리 새 창임을 알리는 콘텐츠 수
--------------------------------

새 창이 발생하는 콘텐츠 수

1점



3. 이해의 용이성(20점)

12. 데이터 테이블 정보 구성(4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⑫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
해할수있는정보(제목, 요
약정보등)를제공해야한다.

(16)데이터테이블의내용을이해할수있는정보를
제공하는가?

평가형태 : 정량평가(준수율)
평가방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테이블 수
-------------------------------

전체 데이터 테이블 수

① 데이터 테이블 중 summary 속성, <caption>
태그중한개라도사용하여적절한정보(제목,
요약정보등)를 제공하는경우

4점

13. 데이터 테이블 구성(4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⑬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수있어야한다.

17) 제목셀과내용셀의구분을위한태그를제공
하고있는가?

평가형태 : 정량평가(준수율)
평가방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테이블 수
--------------------------------전체 데이터 테이블 수

① 데이터테이블에제목은 <th>,내용은 <td>를
제공하는경우

4점

14. 페이지의 제목 구성(4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⑭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
(<title>)을제공해야한다.

(18) 모든 페이지마다 페이지의 제목(<title>)을

제공하고,페이지의제목은페이지의특성을

잘나타내도록간단명료하게기술하고있는가?

평가형태 : 정성평가

평가방법

①각페이지별로중복되지않고페이지의특성을

정확하게인식할수있는제목(<title>)이있는경우4점

② 페이지의 제목 (<title>)은 잘 기술되어 있으나,

제목 (<title>)의구분이아닌꾸밈효과를위해서

제목 (<title>)에특수기호(■,☆, ::등)를사용한

경우 3.6점

③페이지의특성이구별되지않는단순한제목 (<title>)

혹은 동일한제목 (<title>)만이있을경우2.4점~2.8점

④제목(<title>)이없는경우 0점

4점



15. 페이지의 논리적 구성(4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⑮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한다.

(19) 콘텐츠의의미를인식할수있도록논리적으로

순서를구성하고있는가?

평가형태 : 정성평가

평가방법

① CSS제거후논리적으로이해가가능하면 3점

②대체로논리적이면 1.2점~2.1점(중요도에따라)

③비논리적이면 0점

3점

(20) 키보드만으로 서식을 이용할 때 포커스의

이동순서가논리적인가?

평가형태 :정량평가(준수율)

평가방법

조건을 만족하는 서식 그룹 수
----------------------------

전체 서식 그룹 수

①서식그룹을확인한후각서식그룹에서 Tab키와

Shift + Tab키를눌러가며이동순서의논리성평가

1점

16. 온라인 서식 구성(4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⑯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

우, 레이블(<label>)을 제

공해야한다.

(21) <label> 태그를 이용하여 서식 제어 요소와

레이블을서로연결하고있는가?

평가형태 :정량평가(준수율)

평가방법

조건을 만족하는 서식 서식 수
------------------------------

전체 서식 수

① 서식그룹에서 LABEL FOR=“..” 와 ID=“..” 가

적절하게매칭되어있는지 평가

※ Radio button, Check box포함

4점



4. 기술적 진보성(10점)

17. 부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5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⑰

애플릿,플러그인(Active 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

이션을제공하는경우,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

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

하여이용할수있어야한다.

※ 예외사항

-부가애플리케이션이사용된콘텐츠중의미나

기능이없는단순한장식적용도의콘텐츠

(22) 애플릿, Active X, Flash등부가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지원하거나 혹은 동일한

기능의대체콘텐츠를제공하는가?

평가형태 :정성+정량평가

평가방법

조건을 만족하는 부가 애플리케이션 수
-------------------------------------

전체 부가 애플리케이션 수

① 2개조건중 1개를만족하면준수한것을판단

1-1)자체적인접근성 :부가애플리케이션이사용

된콘텐츠를키보드로이용이가능하며,보조

기기를통해인식할수있으면준수한것을판단

1-2)대체콘텐츠제공 :부가애플리케이션의의미나

기능을동등하게인식하고활용할수있는경우

5점

18. 마크업 언어의 사용(5점)

지표 체크리스트 배점

⑱

마크업 언어로 구현 할 수

있는 기능(링크, 서식, 버

튼, 페이지 제목)을 자바

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한다.

(23)자바스크립트없이도링크,서식,버튼,페이지

제목의기능이작동하는가?

평가형태 :정성+정량평가

평가방법

자바스크립트를 의존적이지 않은 콘텐츠 수
-------------------------------------------------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콘텐츠(링크, 서식, 버튼, 페이지 제목)수

①자바스크립트를사용한링크.서식,버튼, 페이지

제목의기능확인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