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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저작권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산업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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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이 표준의 목적은 공항, 철도, 지하철, 영화관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공 단말기를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공 단말기는 비장

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지닌 사용자나 고령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표준에서는 시스템의 설계, 모양과 동작에 관한 요구 조건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시스템이 설치되

는 공간이나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 제공 등 공공 단말기의 설치 및 사용에 관련된 폭넓

은 요구사항을 다룬다. 또한 KS A ISO/IEC Guide 71 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

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6호)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이 표준은 지체 장애, 감각 장애, 지적 장애 및 기타 증후가 있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표준에서 고려하는 사용자들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지체 장애, 감각 장애, 지적 장애 및 기타 증후가 있는 사용자(선천적 장애인 및 후천적 장애인 

포함) 
― 공공 단말기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중에서 신체 기능, 감각 능력과 지적 능력이 

저하된 사용자 
―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용자(예: 팔이 부러지거나 안경을 잃어버린 개인) 
― 주변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예: 시끄러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느라고 두 손을 쓸 수 

없는 사용자) 
 
이 표준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계된 공공 단말기이라 할지라도 일부 중복 장애를 가진 사용자

들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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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KS X 9211:2016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 Accessibility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용자도 공공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및 제작상의 고려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공공 단말기의 설치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에 적용된다. 공공 단말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공공 단말기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금융자동화기기(ATM)
와 같이 별도의 접근성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을 적용한다. 
 
KS A ISO/IEC Guide 71:2007,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 

KS X 5002:2007, 정보 처리용 건반 배열 

KS X ISO/IEC 14443－1, ID카드 — 비접촉 IC카드 — 근접카드 — 제1부 : 물리적 특성 

KS X ISO/IEC 19794－1,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1부: 프레임워크 

ISO 9241－6,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VDTs) — Part 6: 
Guidance on the work environment 
ISO 9241－16, Ergonomic requirements for office work with visual display terminals(VDTs) — Part 16: 
Direct manipulation dialogues 
ISO 9241－171,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 Part 171: Guidance on software 
accessibility 
ISO/TS 14823, Traffic and travel information — Messages via media independent stationary 
dissemination systems — Graphic data dictionary for pre-trip and in-trip information dissemination 
systems 
KICS.KO-09.0040:201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 Irish National IT Accessibility Guidelines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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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공 단말기(public access terminal) 
공공장소(예: 공항, 쇼핑센터 또는 서비스 구역)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로 다음의 기기를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비고 ISO/TS 14823의 정의 3.10으로부터 인용하였으며, ‘여행객’을 ‘사용자’로 수정함. 
 
보기 공공 단말기는 다음의 기기를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ATMs(Automated Teller Machines) 
― 정보 제공용 키오스크 
― 티켓 발매용 키오스크 
― 정보 표시 장치 
―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Point of sale customer card payment systems) 
― 카드 출입문 시스템(Card door entry systems) 
― 무인 민원발급기 

 
3.2   
디스플레이(display) 
정보를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는 정보 표시 장치 
 
3.3   
작동부(operable part) 
공공 단말기에서 버튼, 키패드, 카드 삽입구, 동전 투입구, 티켓(영수증 또는 현금) 출구 등과 같이 
사용자의 이용이 예상되는 부품 또는 부위 
 
3.4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ies) 
장애인의 기능 역량을 확대,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또는 서비스 
 
비고 1 KS A ISO/IEC Guide 71:2007, 3.3으로부터 인용함. 
비고 2 디스플레이에는 한 줄의 텍스트를 표시하는 LCD 장치, 컴퓨터 모니터 및 대형 전광판 등이 

포함됨. 
 
3.5   
컨트롤(control) 
사용자가 데이터나 객체 또는 그 속성을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얼이나 라디오 버튼과 같

은 물리적인 제어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그래픽 
 
비고 ISO 9241－16:1999의 정의 3.4으로부터 인용함. 
 
3.6   
레이블(label) 
입력 상자, 표, 컨트롤 또는 개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제목 
 
비고 ISO 9241－171의 정의 3.23으로부터 인용함. 
 
3.7   
음성합성(TTS: Text-To-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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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 표현된 정보를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되는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 
 
비고 ISO 9241－154의 정의 3.45로부터 인용함. 
 
3.8   
비접촉식 카드(contactless integrated circuit card) 
집적회로에 통신을 비접촉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결합 수단을 함께 지니고 있는 카드 
 
비고 KS X ISO/IEC 14443－1의 정의 3.3으로부터 인용함. 
 
3.9   
지시등(indicator lamp) 
단말기의 사용 과정에서 특정 상황임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램프 
 
3.10   
얼비침(glare) 
부적절한 휘도나 과도한 대비 등으로 인하여 물체 등을 자세히 볼 수 없게 하는 불편한 시각적 조건 
 
비고 ISO 9241－6의 정의 3.9로부터 인용함. 
 
3.11   
부스(booth) 
공공 단말기가 설치된 공간 
 
3.12   
생체인식(biometric identification) 
제출된 생체학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코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결정하고 일치할 경

우 해당하는 사용자를 구분하는 일대다의 처리 과정 
 
비고 KS X ISO/IEC 19794－1의 정의 3.9로부터 인용함. 
 
4  일반 사항 
 
4.1  보편적 설계 
 
공공 단말기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 및 노인 등이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2  호환성 제공 
 
공공 단말기는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호환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4.3  대체 서비스 제공 
 
공공 단말기는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표준의 5절과 6절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절과 6절에 제시한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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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불편을 줄이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보기 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의 공공 단말기를 다수 설치하는 경우, 그 중의 하나에는 점자 표시기

를 설치하여 시청각 중복장애인이 사용하도록 한다. 
 
비고 2 공공 단말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하여 훈련 받은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

는 것도 바람직한 대체 수단 제공 방법이다. 
 
5  설치 장소 및 손 닿는 위치 
 
5.1  일반 
 
사용자가 공공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 뿐 아니라 공공 단말기로 연

결되는 통로도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및 작동부는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

용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 단말기의 설치 장소는 5.2를 만족해야 한다. 공공 단말기로 연결되는 통로는 5.3을 만족해야 한

다. 공공 단말기의 작동부, 중요한 정보 및 디스플레이 장치의 부착 위치는 5.4를 만족해야 한다. 
 
비고 중요한 정보란 공공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정보이다. 
 
5.2  설치 장소 
 
5.2.1  바닥 
 
공공 단말기의 설치 장소는 바닥이 평평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공공 단말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

이 있어야 한다. 
 
비고 공공 단말기의 설치 장소, 설치 위치, 설치 공간, 바닥 등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

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름. 
 
5.2.2  충분한 공간 
 
공공 단말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통로 
 
5.3.1  일반 
 
사용자가 공공 단말기로 이동하는 통로에 계단이 있거나 쓰레기통 또는 입간판 등이 있으면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을 방해하게 된다. 
 
공공 단말기로 연결되는 통로는 5.3.2를 만족해야 한다. 공공 단말기로 연결되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5.3.3에 따른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통로의 경사로는 5.3.4를 만족해야 한다. 
 
비고 공공 단말기가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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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유효폭 및 활동 공간 
 
공공 단말기로 연결되는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기에 충분한 폭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비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통로의 유효폭을 1.2 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5.3.3  계단의 대체 수단 
 
공공 단말기로 연결되는 통로의 계단, 턱 등에는 접근 대체 수단(예: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사용자는 계단 옆의 경사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음. 
 
5.3.4  경사로 
 
통로 경사로의 경사면 기울기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완만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접근로의 기울기를 12분

의 1 이하로 정하고 있음. 
 
5.4  작동부 및 디스플레이 위치 
 
5.4.1  작동부 
 
공공 단말기에 부착된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모든 작동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조작이 가능하도

록 부착되어야 한다. 
 
비고 일반적으로 휠체어 탑승자가 휠체어에 앉아 편안히 조작할 수 있는 작동부의 높이는 바닥면에

서 400 mm 이상 1,200 mm 이하임. 
 
5.4.2  디스플레이 
 
공공 단말기가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 및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볼 수 있는 곳

에 위치해야 한다. 
 
비고 1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으면 사용자는 휠체어를 조정하여 단말기의 

디스플레이를 얼비침을 피하여 잘 볼 수 있음. 
 
비고 2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각도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면 디스플레이 표면의 얼비침을 피할 

수 있음. 
 
비고 3 눈부심 방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 표면의 얼비침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6  작동부 요구조건 
 
6.1  구별 가능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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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일반 
 
공공 단말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컨트롤은 손 떨림이 있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컨트롤의 크기는 6.1.2를 만족해야 한다. 이웃한 컨트롤 간의 간격은 6.1.3을 만족해야 한다. 터치스

크린을 이용하는 단말기는 6.1.4를 만족해야 한다. 
 
6.1.2  컨트롤 크기 
 
컨트롤은 조작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버튼, 키 및 손잡이 등은 너무 작으면 손 떨림이 없는 사용자들도 손으로 잡거나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6.1.3  이웃한 컨트롤 간의 간격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충분한 간격을 제공해야 한다. 
 
비고 1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는 

컨트롤 간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함. 
 
비고 2 이웃한 컨트롤 간에 간격을 충분히 떼어 놓으면 동시에 여러 개의 컨트롤이 조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비고 3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버튼 간의 간격이 좁게 설계된 경우,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가 이용하

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조작으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6.1.4  다양한 대체 수단 제공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고 터치스크린을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보통의 키보드보다 키의 크기가 크고 키 간격이 넓은 키보

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음. 
 
6.2  삽입구와 배출구 
 
6.2.1  일반 
 
결제 기능을 가진 공공 단말기는 카드 또는 현금을 삽입하는 삽입구가 있다. 영수증 또는 티켓용 공

공 단말기는 이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있다. 때로는 삽입구와 배출구가 동일한 경우도 있다. 
 
공공 단말기에 부착된 삽입구는 6.2.2를 만족해야 한다. 배출구는 6.2.3을 만족해야 한다. 
 
6.2.2  삽입구 모양 
 
삽입구는 깔때기 모양(funnel shape)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비고 카드 삽입구를 깔때기 모양으로 설계하면 카드를 삽입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하여 카드 삽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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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함. 
 
보기 그림 1과 같이 깔때기 모양으로 설계된 카드 삽입구는 손에 떨림이 있거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도 훨씬 덜 정확한 동작으로 카드를 삽입할 수 있음. 
 
 
 
 
 
 

 
 

그림 1 ― 깔때기 모양의 카드 삽입구 
 
6.2.3  배출구 
 
배출구에서 나온 영수증, 티켓, 현금, 카드 등의 끝부분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나와야 한다. 
 
비고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는 배

출구에서 나온 영수증, 티켓, 현금 또는 카드가 20 mm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보기 그림 2와 같이 공공 단말기 사용이 끝난 후 카드가 20 mm 이상 배출되면 사용자가 잡아 빼기 

수월함. 
 

 
 

그림 2 ― 카드가 20 mm 이상 나오는 배출구 
 
6.3  단순한 조작 
 
6.3.1  일반 
 
공공 단말기에는 조작 방법이 다양한 컨트롤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버튼이나 키는 누르는 방법으로 
조작하고, 회전손잡이나 핸들은 좌우로 돌리면서 조작한다. 또한 카드 등은 삽입하고 잡아 빼는 방법

으로 사용하며, 영수증이나 티켓 등은 잡아당긴다. 이러한 컨트롤의 조작은 적은 힘으로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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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손목의 과도한 비틀림이나 팔을 꺾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컨트롤은 6.3.2와 같이 한 손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누르거나 미는 방법으로 조작하는 컨트롤은 
6.3.3을 만족해야 한다. 살짝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조작하는 컨트롤은 6.3.4를 만족해야 한다. 절취선

이 있는 종이류를 떼어낼 수 있는 컨트롤은 6.3.5를 만족해야 한다. 6.3.6에 따라 미세한 조작을 이용

하는 컨트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3.2  한 손 사용 
 
컨트롤은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비고 한 손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공공 단말기는 한쪽 팔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함. 
 
6.3.3  누르는 조작 
 
큰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누르거나 밀어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Section 508 Standards for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는 누르거나 밀어서 사용

하는 컨트롤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힘이 5lbs (2.3 kgs) 이하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6.3.4  살짝 잡아당기는 조작 
 
지폐, 티켓, 영수증 및 카드는 바람 등으로 인하여 날리지 않도록 기계가 잡고 있어야 한다. 
 
6.3.5  세게 잡아당기는 조작 
 
절취선이 있는 영수증이나 티켓은 세게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도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비고 영수증 배출구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잘라내도록 하는 컨트롤은 손목을 돌리는 조작

이 필요하므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임. 
 
6.3.6  미세한 조작 
 
미세한 조작이 필요한 컨트롤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비고 1 미세한 조절이 필요한 회전식 손잡이는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움. 
비고 2 손으로 잡아 돌리는 것보다는 누르는 방법으로 조작하는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고 3 더블 클릭 기능은 미세한 손가락 조작이 어려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움. 
비고 4 더블 클릭은 클릭 조작으로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4  컨트롤의 인식 
 
6.4.1  일반 
 
공공 단말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컨트롤은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그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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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작동부 주변에 레이블을 제공하는 것은 컨트롤의 용도를 알려주는 방법임. 
비고 2 요철을 이용하여 레이블을 표시하면 시각장애인도 촉각을 이용하여 해당 컨트롤을 식별할 

수 있음. 
 
버튼, 키 및 스위치 등은 6.4.2를 만족해야 한다. 키패드 및 키보드는 키를 인식할 수 있도록 6.4.3을 
만족해야 한다. 키패드 및 키보드의 배열은 6.4.4를 만족해야 한다. 삽입구와 배출구는 6.4.5를 만족

해야 한다.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제공되는 컨트롤은 6.4.6을 만족해야 한다. 
 
6.4.2  버튼, 키 및 기타 스위치 등의 인식 
 
버튼, 키 및 여타의 스위치는 사용자가 촉각으로 찾아 낼 수 있도록 돌출되거나 함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고 1 버튼, 키, 스위치 등의 표면이 주변부보다 돌출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촉각으로 이들을 찾아내

어 조작할 수 있으나 주변부와 차이가 없으면 사용자가 찾아내기 어려움. 
 
비고 2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는 

표면에서 2 mm 이상 돌출되거나 함몰된 상태로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6.4.3  촉각돌기를 이용한 인식 
 
키패드와 키보드는 표준에 따라 촉각돌기를 제공해야 한다. 
 
비고 1 표준 키보드의 ‘F’와 ‘J’에는 촉각돌기가 있음. 
비고 2 표준 전화 키패드는 ‘5’번 키에 촉각돌기가 있음. 
 
6.4.4  키보드 배열 
 
키보드의 배열은 한글 키보드 표준을 따라야 한다. 키패드는 전화기용 키패드 배열이어야 한다. 
 
보기 공공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전화기용 키패드 배열은 그림 3과 같이 정렬된 형태임. 
 

 
 

그림 3 ― 전화기용 키패드 배열 
 
6.4.5  삽입구/배출구 등의 인식 
 
카드 삽입구/배출구, 이어폰 단자 등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돌출되어야 한다. 
 
비고 1 카드 삽입구를 돌출시키면 촉각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도 용이하게 찾아내어 이용할 수 있음. 
비고 2 이어폰 단자를 돌출시키면 시각장애인이 용이하게 찾아내어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음. 
 
6.4.6  터치스크린 컨트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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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에 나타나는 컨트롤은 실행하지 않고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청각 또는 촉각)으로 제공되

어야 한다. 
 
보기 컨트롤을 한 번 터치하면 컨트롤의 용도를 음성으로 알려주고, 두 번 터치하면 컨트롤이 실행

되는 방법은 시각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함. 
 
비고 음성은 미리 녹음된 오디오와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한 음성이 모두 사용될 수 있음. 
 
참고 6.7 음성 출력 시스템 
 
6.5  시각 정보의 제공 방법 
 
6.5.1  일반 
 
전맹, 저시력인 및 색각 이상자도 공공 단말기가 제공하는 모든 출력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에는 티켓, 영수증 및 지폐와 같은 물리적인 객체가 포함된다.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저시력이나 색각 이상자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전맹 사용자를 위해서는 동동한 대체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6.5.2  텍스트 크기 
 
텍스트는 읽기에 충분한 크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1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는 

텍스트의 높이를 4 mm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비고 2 이 규정은 인쇄된 레이블, 디스플레이의 콘텐츠에 똑같이 적용된다. 
 
6.5.3  명도 대비 
 
텍스트는 배경과 충분한 대비를 이루는 색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1 WCAG 2.0에서는 텍스트와 배경 간의 최소 명도 대비를 3:1 이상으로 한다. 
 
비고 2 레이블 텍스트는 어두운 바탕색에 밝은색으로 인쇄되어야 인식이 용이함. 
 
보기 검정 바탕에 흰색 또는 노란색 텍스트로 인쇄된 레이블 
 
비고 3 다음의 설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투명한 색 또는 흐릿한 색으로 표현한 텍스트 
― 녹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 
―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텍스트 
― 텍스트의 배경을 무늬로 장식하는 것. 
― 영문을 대문자로 표시하고 밑줄 표시를 함. 

 
6.5.4  색을 이용한 정보의 제공 금지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및 콘텐츠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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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사용자는 색이 제공하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색은 강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5.5  광과민성 발작 억제 
 
모든 지시등과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번쩍임이

나 깜빡임이 초당 2회 이하가 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깜빡임과 번쩍임 지속 시간이 3초 미만

인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ADHD)가 있는 사용자는 지속적인 번쩍임이나 깜빡임이 있는 

개체를 집중하여 응시하기 어려움. 
비고 2 디스플레이의 바탕 화면의 깜빡임도 6.5.5를 따름. 
비고 3 각종 지시등의 깜빡임도 6.5.5를 따름. 
 
6.5.6  대체 콘텐츠 제공 
 
a)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시각적 콘텐츠는 동등한 청각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 6.7 음성 출력 시스템 
 
비고 텍스트를 읽어 주면 문장을 읽을 수 없는 사용자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녹음 

또는 음성합성방식의 음성 출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b)  모든 시각적 단서는 대응되는 청각적 단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지시등이 깜빡임으로 경고하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지시등이 깜빡일 때마다 클릭음, 비프음 또

는 음성의 경고음을 제공하면 시각장애인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참고 6.5.5 광과민성 발작 억제 
 
6.6  디스플레이의 밝기 조절 
 
6.6.1  일반 
 
공공 단말기는 실내, 실외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다. 밝은 장소에 설치된 단말기의 디스플레

이는 외부로부터의 빛에 의한 사용자의 눈부심 또는 표면의 얼비침 등으로 인하여 콘텐츠의 인식을 
방해하기도 한다. 디스플레이는 6.6을 만족해야 한다. 
 
6.6.2  얼비침 방지 
 
공공 단말기의 컨트롤 및 디스플레이는 표면의 빛 반사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 난반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 표면의 빛 반사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음. 
비고 2 공공 단말기의 케이스를 잘 설계하면 빛의 반사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공공 단말기의 케이스는 사용자의 시야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6.6.3  밝기 조절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명도 대비 또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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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공공 단말기의 설치 환경에 따라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간의 구별이 불분명할 경우, 명도 또는 밝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면 더 많은 사

용자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음. 
 
6.7  음성 출력 시스템 
 
6.7.1  일반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공공 단말기는 음성이 명료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음질이 나쁘면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어폰을 사용하면 민감한 개인 정보가 주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어폰 단자가 설치된 공공 단말기는 6.7을 만족해야 한다. 
 
6.7.2  이어폰 단자 제공 
 
음성 출력이 가능한 공공 단말기에는 3.5 mm 굵기의 표준 이어폰 단자가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공공 단말기에 부착되는 이어폰 잭은 3.5 mm 굵기가 표준 규격품임. 
 
6.7.3  이어폰 연결 
 
이어폰 단자에 이어폰을 연결하면 공공 단말기의 스피커에서 읽어 주는 소리가 차단되어야 한다. 
 
비고 이어폰을 연결하면 스피커를 통해 들려주는 소리가 차단되어야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6.7.4  소리 차폐 
 
이어폰 사용 시 이어폰 소리가 차폐되어야 한다. 
 
비고 공공 단말기의 케이스는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차폐해야 

중요한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6.7.5  음량 조절 
 
사용자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비고 1 이어폰은 제품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므로 공공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음성의 음량 조절이 가

능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음. 
 
비고 2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는 

최대 음량을 20 dB까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6.8  피드백 
 
6.8.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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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의 조작에 의한 피드백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피드백의 제공 시점과 위치는 6.8.2를 만족해야 한다. 컨트롤 조작에 따른 피드백은 6.8.3을 만족해야 
한다. 
 
6.8.2  피드백 시점 
 
피드백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시점과 위치에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오류가 발생한 다음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경고음이 발생되면 경고음의 원인을 알기 어려움. 
 
6.8.3  피드백 제공 
 
피드백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청각적 피드백 
 
보기 1 비프음 또는 클릭음 
 
― 촉각적 피드백 
 
보기 2 진동 또는 컨트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응하는 힘의 차이 등 
 
비고 다단계 컨트롤은 컨트롤의 위치 또는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정확한 조작이 가능함. 
 
6.9  청각 정보의 제공 방법 
 
6.9.1  일반 
 
공공 단말기가 제공하는 청각 정보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정보는 6.9를 만족해야 한다. 
 
6.9.2  좋은 음질 
 
청각 정보는 좋은 음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1 녹음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 성우를 활용하여 녹음할 필요가 있음. 
비고 2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하여 만들어 내는 음성은 소음이 많은 곳에서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함. 
 
6.9.3  대체 콘텐츠 제공 
 
청각적 정보는 동등한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1 공공 단말기의 모든 출력(예: 티켓, 지폐, 영수증 및 카드 등)은 농인과 난청인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비고 2 음성으로 제공되는 지시 내용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면 농인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반

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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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간결한 언어 사용 
 
6.10.1  일반 
 
사용자 안내 및 출력은 그림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이용하여 보완한다. 지시문, 버튼, 
레이블 및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불필요한 특수용어, 관용구, 구어적 표현, 복잡한 문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아이콘이나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공공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6.10을 만족해야 한다. 
 
6.10.2  단순한 문장 사용 
 
문장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 단순한 문장으로 제공 
― 관용구의 사용을 피함. 
― 짧은 문장을 사용함. 
 
비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작성하면 이해가 쉬운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음. 
 
6.10.3  그림 및 아이콘 사용 
 
텍스트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아이콘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 아이콘이나 그림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농인이나 지적 장애인도 많은 양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음. 
 
보기 식권 판매기에 음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명과 함께 음식 이미지를 표시함. 
 
6.11  카드 사용 
 
카드를 사용하는 공공 단말기는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도 카드 판독기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어야 한

다. 사용자는 카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카드가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즉

각 거부하고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려주어 다시 조작하도록 해야 한다. 
 
카드를 사용하는 공공 단말기는 6.11을 만족해야 한다. 
 
6.11.1  카드 인식 
 
카드 표면에 양각한 대문자는 촉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크기와 도드라짐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

다. 
 
비고 1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는 

카드 표면에 양각한 대문자의 높이가 10 mm 이상, 도드라짐 높이가 0.7 mm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비고 2 촉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자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해법이지만 점자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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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카드 방향 표시 
 
사용자가 카드의 방향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비고 신용카드를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IC 칩을 만질 수 있으면 올바른 방향임. 
 
보기 IC 칩이 없는 카드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끝 부위에 2 mm 홈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카드의 

방향을 인식하여 정확하게 카드 입구에 삽입할 수 있음. 
 

 
 

그림 4 ― 방향 표시를 위하여 홈을 제공한 카드 
 
6.11.3  카드 삽입 방향의 구분 배제 
 
카드의 삽입 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고 1 카드의 이용 방향을 구분하지 않도록 하면 카드에 홈을 낼 필요가 없음. 
비고 2 비접촉식 카드는 카드의 이용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음. 
 
6.11.4  경고음 발생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비고 카드의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사용자는 공공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판단하게 됨. 
 
6.11.5  비접촉식 카드 사용 
 
비접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단말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카드의 인식 거

리는 10 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비고 1 비접촉식 카드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인식 거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비고 2 비접촉식 카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부위에 올려 놓고 힘을 가해 눌러야 동작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6.11.6  표준 규격 적용 
 
공공 단말기는 국제규격의 카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카드 관련 국제규격은 다음과 같음. 

― CEN [http://www.cenorm.be/] (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EN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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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http://www.iso.org/]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sation) 7816 & ISO/IEC 10536 
 
6.12  생체인식 대체 수단 제공 
 
생체인식 수단을 적용한 공공 단말기는 해당 생체인식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비고 1 한 가지 생체인식 수단만 사용하도록 하면, 해당 신체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는 공공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음. 
비고 2 생체인식 수단과 함께 비밀번호 입력 방법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공공 단말기를 이

용할 수 있음. 
 
보기 생체인식 수단을 이용하는 공공 단말기는 다수의 서로 다른 인식 수단(지문, 홍채, 음성 등)을 

함께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공공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음. 
 
6.13  충분한 시간 제공 
 
6.13.1  일반 
 
비밀번호 입력, 목록의 선택, 정보의 입력 등과 같은 작업은 사용자에 따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단말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작 속도가 가장 늦은 사용자도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강제 종료는 보안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자 입력이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비고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사용

자는 시간 초과에 따른 공공 단말기의 갑작스러운 동작에 대비할 수 있음. 
 
 
6.13.2  제한시간 변경 
 
사용자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시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제한시간을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제한시간이 끝나기 20초 이전에 이를 고지하고 제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비고 시간이 초과되어 작업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제한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6.14  작업 종료 
 
6.14.1  일반 
 
사용자는 언제든지 작업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도중에 작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작업

이 종료되고 카드 또는 지폐 등 삽입한 물체를 회수한 후 처음부터 다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단말기는 6.14에 따라 작업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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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종료 수단 제공 
 
사용자가 언제든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보기 사용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작업을 종료할 수 있는 ‘취소’ 버튼을 제공함. 
 
6.14.3  카드 등의 회수 
 
삽입한 카드, 지폐, 동전 등이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사용자가 작업 취소 버튼을 눌러 작업을 종료할 때, 사용자는 작업 과정에서 투입한 카드, 지

폐, 동전 등이 회수될 것으로 생각함. 
 
6.15  일관성 유지 
 
6.15.1  일반 
 
공공 단말기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매번 조작 방법이 동일해야 한다. 조작할 때마다 사용 방법이 
다르다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비고 유사한 작업은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사용이 편리함. 
 
공공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6.15.2를 만족해야 한다. 공공 단말기의 사용 절차는 6.15.3을 
만족해야 한다. 
 
6.15.2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비고 사용하는 색, 컨트롤 크기 및 위치, 작업 순서, 지시문과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전체적으로 일

관성이 있어야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음. 
 
보기 1 입력 상자의 레이블은 입력 상자의 앞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이며, 라디오 버튼, 체크 상자의 

레이블은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상자의 뒤에 배치함. 
보기 2 그룹 컨테이너로 묶인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은 그 중 하나만 선택되는 것이 관례임. 
보기 3 체크 상자는 그룹으로 묶이더라도 개별적인 체크/언체크가 가능함. 
보기 4 동일한 기능을 실행하는 아이콘의 이미지는 항상 같아야 하고 레이블과 명칭도 같게 하여 

혼동을 방지함. 
보기 5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화상자의 모습을 동일하게 설계하고, 

대화상자에 포함된 아이콘이나 이미지는 대화상자의 용도에 적합하게 구성함. 
 
6.15.3  불필요한 절차 생략 
 
공공 단말기는 사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고 공공 단말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광고나 홍보용 정보가 제공되면 일부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6.16  개인식별번호(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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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등록 
 
개인식별번호(PIN)를 등록할 수 있는 공공 단말기는 사용자가 항상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음 서비스를 개시할 때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6.2  입력 
 
개인식별번호는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비고 공공 단말기가 자동으로 입력하는 PIN은 보안이 요구되는 사용자 개인식별번호로 볼 수 없음. 
 
6.16.3  대체 수단 제공 
 
개인식별번호를 기억하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하여 대체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기 대체 수단에는 생체인식 수단과 카드(마그네틱 카드 또는 IC 카드) 사용 방법이 있음. 
 
6.17  사용자 교육 
 
6.17.1  일반 
 
공공 단말기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몇 번의 사용만으로도 어려움 없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6.17.2  교육 기회 제공 
 
공공 단말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비고 교육 기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애인 단체 포함) 또는 제조사가 제공할 수 있음. 
 
6.17.3  사용자 매뉴얼 제공 
 
사용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사용자 매뉴얼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점자, 큰 글씨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PDF, TEXT 

또는 HWP 문서 등 접근 가능한 매체로 제공할 수 있음. 
 
6.17.4  헬프 데스크 운영 
 
공공 단말기의 사용법을 모를 경우에 연락할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고 1 헬프 데스크는 제조사, 운영사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할 수 있음. 
비고 2 헬프 데스크 연락처는 온라인으로 공지하거나 공공 단말기에 연락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비고 3 헬프 데스크는 고객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18  개인 정보 보호 
 
6.18.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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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단말기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공공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18.2  개인 정보 표시 금지 
 
다음의 개인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 비밀번호(PIN) 
― 주민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iPIN 비밀번호 등 
 
6.18.3  음성 차폐 
 
개인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소리로 안내하는 단말기는 6.7의 음성 출력 시스템을 만족해야 한다. 
 
6.18.4  주변 조명 
 
공공 단말기가 설치된 주변 조명은 밝게 유지해야 한다. 
  
비고 1 주변 조명이 밝으면 카드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음. 
 
비고 2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는 

공공 단말기 주변 조명을 50 lux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학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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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참고) 

 

표준에 관한 의견 수렴 
 
 
본 표준이 실제적이고 활용이 가능한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안 

개발 과정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발에 반영하였다. 표준 개발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기관, 국내 공공단말기 운용 기관, 접근성 인증 기관, 보조기술 개발 업체, 장애인 당사자 및 

접근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문위원회는 국내외 공공단말기 산업 

동향, 표준화 현황 및 관련 법∙제도, 국내 공공단말기 환경에 대한 표준안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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