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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문

표준의 목적1.

본 표준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심리적 기술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의 구축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장애인이. ,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웹 페이지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성을 향상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요악2.

본 표준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웹 콘텐츠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규격을 포함하

고 있다.

본 표준이 주로 장애인과 노인들이 웹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표준을 준수하는 웹 사이트는 모든 사용자에게 편

리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의 웹 사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

지침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지양하였다.

그러므로 본 표준은 앞으로 개발될 기술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표준은 가지 원칙 과 가지 지침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3 (Principle) 26 (Guideline) ,

지침은 중요도 해당 지침이 필요한 장애 유형 장애 유형별 지침에 대한 추가 설명 및, ,

관련 표준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3.

본 표준은 웹 관련 산업 및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이 비장애,

인과 동등하게 웹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참조 표준 권고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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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표준 권고4.1 ( )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1999. 5.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2008. 12.

-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 2004. 6.

-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The Web: Access and Inclusion for Disabled

People," 2004. 4.

- Treasury Board ministers, "Common Look and Feel Standards for Internet 2.0,"

2006. 7.

- HHS Guidelines,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Guidelines for Electronic,"

2005.

- ISO IS 9241-151,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 Part 151:

Guidance on World Wide Web user interfaces", 2008. 5.

국내 표준4.2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KICS.OT-10.0003, " ", 2005. 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TTAK.OT-10.0003/R1 " 2.0",

2009. 12.

참조 표준 권고 과의 비교5. ( )

참조 표준 권고 과의 관련성5.1 ( )

본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의- Jakob Nilsen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및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Web Usability for Senior

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여타의 국제 표준을 참고하였다Citizens"(2002.4) , .

참조한 표준 권고 과 본 표준의 비교표5.2 (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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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련 사항6.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TA .

적합 인증 관련 사항7.

해당 사항 없음-

표준의 이력8.

판 수 제 개정일․ 제 개정 내역․
제 판1 2010.12.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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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specifies how to construct a website that is accessible as well as

usable without psychological and technical difficulties whil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nior citizens are navigating the web site. This document also suggests how

to produce web pages of a website in order to improve usa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nior citizens.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contains technical specifications in order to make web content

us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nior citizens while accessing the web site

appropriately.

Any web site that is developed conforming this standard will give comfort to

people for navigating the website. Since this standards specify the consistency in

design and navigation of the website, any web site that conforms this standard as

well as well-know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is usable and naviga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nior citizens more comfortable than without

conforming this standard.

This standard tries to exclude specific technologies and/or current products to

conform the standard. Therefore this standard is open to any technologies and

products of the future.

This standard consist of 3 principles 26 guidelines. Every guideline describes

requirement, one of three priorities, types of disabilities, the necessity and

references.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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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ndard will provide web content developers, designers, operators with

practical accessibility guidelines and help them find new opportunities i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that require the basic functions for web accessibility in their

web development.

4. The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 May 1999.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 December

2008.

-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 June 2004.

-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The Web: Access and Inclusion for Disabled

People," April 2004.

- Treasury Board ministers, "Common Look and Feel Standards for Internet 2.0,"

July 2006.

- HHS Guidelines,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Guidelines for Electronic

signatures," 2005.

- ISO IS 9241-151,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 Part 151:

Guidance on World Wide Web user interfaces," May 15 2008.

4.2 Domestic Standards

- KICS.OT-10.0003, "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Korea, December 21 2005.

- TTAK.OT-10.0003/R1, "Kore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2.0,"

Korea, December 21 2009.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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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This standard mainly references Jakob Nilsen's publications, such as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 and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Rest of other international guidelines shown in 2.1 are

also referenced.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 None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is standard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 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10.12.23.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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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Web Content Usability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개요1.

본 표준은 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 기술적 불편을 해소하며 웹,

콘텐츠를 활용할 때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웹 콘텐츠 제작 방법

을 기술하였다 웹 콘텐츠를 사용할 때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 ,

법은 매우 추상적이다 또한 사용자 특성에 따라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본 표. .

준에서는 사용자들 특히 장애인이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웹 콘텐츠 제공 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표준을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사용상의 불편을 줄이는 것에 있다.

본 표준의 이용 대상은 웹 사이트 설계자 웹 콘텐츠 개발자 웹 접근성과 웹 사용성, ,

평가자 웹 사이트 구축 발주자 등 웹 콘텐츠의 장애인 사용성 에 관한 정보를, (Usability)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므로 본 표준은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통용되는 정보통신 관련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표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 발간한 년도 정보통신정( ) 2007

책 과제 보고서인 장애인 웹 사용성 평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정‘ (07-

책 를 참고하였으며 본 표준의 개발 과정에서 참고한 국내외 관련 지침 및 문헌들-16)’ ,

은 다음과 같다 이들 관련 표준의 해당 항목은 본 표준의 각 지침별로 참고할 수 있도.

록 제시하였다.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 2001. 10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2002.4

3)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1999.5

4)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 2008.12

정보통신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5) , “ ”, KICS.OT-10.0003,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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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6) , “ 2.0”, KICS.OT-10.0003/R,

2009. 12. 22

일본 공업 규격7)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 2004.6

영국인권위원회 영8) , “The Web Access and Inclusion for Disabled People”,2004 (

국WAI)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 지침 행안부 지침9) , “ ”, 2005.4 ( )

캐나다10) , “Common Look and Feel Standards for Internet”(CFL 1.1), 2007

영국11) ,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Guidelines for Electronic

영국Signatures", 2004 ( HHS)

12) ISO, IS 9241-151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 Part

151: Guidance on World Wide Web user interfaces,” 2008. 5. 15 (ISO

9241-151)

표준의 구성 및 범위2.

지침 제정 목적2.1

본 표준은 장애인이 웹 사이트의 웹 콘텐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웹 콘텐츠 란 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해 전달되는 매체. ' ' ,

뿐 아니라 등과 같은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모든 전자 문서 및 멀티미디어CD

콘텐츠를 의미한다 따라서 웹 콘텐츠에는 전자메일 텍스트 파일 문서 편집 파일. , , _ (PDF

형식 포함 등을 망라할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

본 표준은 웹 사이트의 구축에 따른 기획 설계 개발 제작 보수 구매 및 운용에 이, , , , ,

르는 전 과정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의 사용성 을(Usability)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본 표준이 제시하는 표준은 웹 콘텐츠를 표시하는 웹 브라우저 데스크톱 브라우저 음( ,

성 브라우저 이동전화 임베디드 컴퓨터 및 키오스크 용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 (KIOSK)) .

그 이유는 이동전화와 같이 소형 화면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

은 데스크톱 컴퓨터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화면을 이용하는 기기에 비하여 웹 콘텐츠의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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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에 숙달된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는 기기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면 숙달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이유 역시 기기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이지 웹 콘텐츠의 차이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없다.

장애 유형2.2

본 표준은 장애인이 웹 콘텐츠에 접근하여 이용할 경우 높은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표준에서 고려하는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노인 신체의 노화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시력과 청력이 감퇴되고 근육의 힘1) :

이 감소되어 화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장애 노인성 치매는 지적.

장애로 간주함

전맹 시각을 통하여 정보를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장애로 화면 낭독 프로2) (Blind) :

그램 을 이용해야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Screen reader)

저시력자 시각을 이용한 인지 능력이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시각 장애 대형 스3) : .

크린 또는 화면 확대 프로그램 대형 키보드 등을 이용해야 웹 콘텐츠를 인지하거( _ ),

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색각이상자 색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시각장애4) : .

지체 장애 키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두 손을 함께 이용할 수 없거나 손 마우5) :

스 발 마우스 포함 를 손 발 으로 원활히 조작할 수 없는 장애( (Foot mouse) ) ( )

뇌병변 신경계의 마비 근골격계의 마비 또는 선천성 기형 등으로 신체의 움직6) : , ,

임이 제한적인 장애 키보드와 마우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으며 심한 경우에는 특. ,

수 제작된 입력 도구 보조 기술 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

청각 장애 보청기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7) :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장애

지적 장애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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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

람

사용자가 처한 일시적인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체적 어려움도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천과 같은 밝은 장소에서 키오스크 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KIOSK)

경우 주변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 화면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 상황의 사용자는 일종의 전맹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운전 중에 터치스크린으로, ‘ ’ .

조작되는 내비게이션 장치를 운전자가 조작해야 한다면 이 운전자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이 상황에서는 지체 장애 상지 장애 상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 .

서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표준은 장애인뿐 아니라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적용 대상2.3

본 표준이 제시하는 웹 사용성 지침의 기본 전제는 접근성이 매우 높은 웹 사이트이다.

물론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웹 사이트에도 본 표준을 적용하면 사용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웹 사이트가 장애인 사용성을 높인다고 해서 이.

웹 사이트의 장애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성이 낮은 웹 사이트는 장애.

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이 웹 사이트의 장애인 사용성 요구 조건 만족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 웹 사용성을 적용하려는 웹 사이트는 반드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웹 접근성 표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요구 조건은 다음의 표

준에 기술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1) , KICS.OT-10.0003, “ ”, 2005. 12.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 TTAK.OT-10.0003/R1, “ 2.0”,

2009. 12. 22

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2.0

지침 개(13 ) 검사 항목 개(22 )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1.1( )

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

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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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1.2( )

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

해야 한다.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1.2.1( ) ,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1.3( )

전달되어야 한다.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1.3.1( )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1.3.2( ) ,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 , , ,

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1.3.3( )

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대 이상이어야4.5 1

한다.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1.3.4( )

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2.1( )

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2.1.1( )

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2.1.2( )

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

야 한다.

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2.2( )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2.2.1( )

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2.2.2( )

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2.3( )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회2.3.1( ) 3~50

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

지 않아야 한다.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2.4( )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

다.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2.4.1( )

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2.4.2( ) , ,

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2.4.3( )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3.1( )

기 쉬워야 한다.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3.1.1( )

야한다.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3.2( )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_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3.2.1( )

지 않은 기능 새 창 초점 변화 등 은 실행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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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에서 다루는 웹 사용성 표준은 개별 웹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웹 콘텐츠의

표현 방법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지만 웹 사이트를 구

성하는 전체 웹 페이지의 사용과 표현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웹 콘텐.

츠 접근성 관점에서는 개별적인 웹 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어떤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이 있다는 것은 해당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정보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웹 접근성에서는 전체 웹 페이지의 사용과 표현의 일관성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장애인 웹 사용성이 우수하면 접근이 불가능한 장애 영역의 사용자 외에는 해당 웹 사

이트 이용이 더 편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체 텍스트가 없으나 웹 사용성이 우수한 웹.

사이트는 전맹 사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웹 사이트는 전맹이 아닌 사용자.

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표준에서는 지침별로 어떤 장애 영역의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 정의3.

본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텍스트 아닌 콘텐츠 그림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텍스트 애니. (Non-text content) : , ,

메이션 아스키 그림 문자 목록 표시 이미지 그래픽 버튼 음성 음향 자료, (ASCII) , , ,

또는 비디오 자료 등의 오디오와 영상과 같이 표준 문자 부호 체계가 아닌 시각( ) ,

적 또는 청각적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그 반대 개념인 텍스트 콘텐츠.

않아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3.3( )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3.3.1( )

로 제공해야 한다.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한3.3.2( )

다.

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3.4( )

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3.4.1( )

블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3.4.2( )

법을 제공해야 한다.

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4.1( )

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4.1.1( )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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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스키 코드 한글 부호 등으로 표시된 콘텐츠로 한글의 경우에(Text content) ,

는 유니코드 조합형 또는 완성형 부호로 작성된 콘텐츠이다, .

나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간의 논리적 관계를 테이블로 표현한 객체이. (Data table) :

다 많은 경우에 데이터 테이블은 열 또는 행의 제목을 포함한다. .

다 배치용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과는 달리 문서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 (Layout table) :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이다 따라서 배치용 테이블은 열과 행의 제목을 포함.

하지 않는다.

라 온라인 서식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제공되. (On-line form) :

는 입력 서식과 컨트롤이 포함된 웹 문서를 의미한다.

마 팝업 창 활성화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에 표시된 웹 콘텐츠가 사용자의. (Pop-Up) :

요청 또는 자동적으로 열린 웹 브라우저 창을 의미한다 그러나 운영체제가 표시하는.

경고 주의 알림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메시지 창은 팝업 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시각 장애인이 컴퓨터 화면의 내용 사용자. (Screen reader) : ,

가 입력한 키보드 정보 또는 마우스 좌표 등을 음성으로 알려 주어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 롤 오버 마우스 포인터가 특정 구성 요소 위에 놓였을 때에 발생하는. (Roll over) :

이벤트이다 많은 경우에 마우스 롤 오버에 의하여 컨트롤의 색과 모양이 변하거나.

툴 팁 을 보여주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Tool tip) .

아 웹 콘텐츠 웹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전자문서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의미. :

한다 웹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는 전자문서와 콘텐츠가 등과 같은 저장 매. CD

체에 저장된 것도 웹 콘텐츠로 분류한다 따라서 웹 콘텐츠에는 전자메일 텍스트. ,

파일 문서편집 파일 형식 포함 뿐 아니라 에 저장된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PDF ) CD

등도 포함된다.

자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문서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링크를 통하여 한. (Hyperlink) :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뛸 수 있게 하는 전자 문서의 한 요소를 의미한다 하이퍼.

링크 중 텍스트를 이용하여 링크를 구성한 경우를 텍스트 링크라고 한다.

사용성이 좋은 웹 콘텐츠 설계4.

표준의 구성4.1

본 표준은 장애인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지 원칙 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3 (Principle)

위한 가지 지침 의 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지침은 지침의 중요26 (Guideline) 2 .

도 장애 유형 장애 유형별 지침에 대한 추가 설명 및 관련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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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가 원칙. (Principle)

장애인 웹 사용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 3 .

기서 제시되는 원칙에 맞추어 웹 콘텐츠를 제작하면 기술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웹 콘텐츠의 내용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이,

를 운영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식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1) (Perceivable): .

운용의 용이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할 수 있고(2) (Operable):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3) (Understandable): .

나 지침. (Guideline)

각각의 원칙은 지침으로 구성되며 이들 지침은 웹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요구 조건이다 각 지침의 앞에는 영역과 지침의 순서를 토대로 번호를 붙였_ .

다.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은 개요 항목에서 설명하였다_ ‘ ’ .

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나 코딩 방법은 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

유는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사례나 코딩 방법이 개발 환경에 따라 상이하며 그 내

용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본 표준에서는 총 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26 .

다 중요도.

웹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각 지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토대로 중요도

를 부여하였다 중요도는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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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이다 이 지침은 장애인이 웹 콘P1 : .

텐츠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원하는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

건이다.

웹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권장하는 지침이다 이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들P2 : .

이 웹 콘텐츠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 장애 영역.

각 지침별로 웹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장애 유형을 표시하였다 표.

시되지 않은 장애 영역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더라도 웹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

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침에 표시된 장애 영역의 사용자들은 이 지침을 준수하.

지 않은 웹 사이트를 사용할 때에 다른 장애 영역의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마 개요.

각 지침이 필요한 이유와 장애 유형별로 지침이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여 이해를 돕

도록 하였다.

바 관련문서 및 표준.

각 지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외 지침 규정 표준 등을 참고로 제시하여, ,

요구 조건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는 이 표준을 제안하는 시점까지.

공개된 웹 사용성 및 웹 접근성 관련 지침들이다.

장애인 웹 사용성 지침4.2

본 절에서는 웹 사이트가 장애인 웹 사용성 표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거나 웹 사용성,

이 있는 웹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기술한다.

편의상 본 절에서는 나열하는 원칙의 번호를 부터 새로이 부여하였다 또한 각 지침1 .

은 해당 원칙 번호에 이어서 지침의 나열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 .

지침 는 원칙 의 번째 지침 임을 의미한다2.5 ‘ ’ 2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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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을 구성하는 원칙과 지침은 다음과 같다.

웹 콘텐츠는 사용자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본 표준은 장애인의 웹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 .

서 본 표준에서 제시한 웹 사용성 지침을 준수하여 웹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장애인의 웹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칙 인식의 용이성1. (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

다.

원칙 개(3 ) 지침 개(26 ) 중요도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폰트 크기 조절1.1 ( ) P1

중요한 기능의 재확인1.2 ( ) P1

적절한 홈페이지 제공1.3 ( ) P2

고해상도 이미지 제공1.4 ( ) P2

인식 가능한 링크 및 버튼 제공1.5 ( ) P2

하이퍼텍스트 표현1.6 ( ) P2

1 항목의 배치.7 ( ) P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좌우 스크롤 방지2.1 ( ) P1

무의미한 경유 페이지 배제2.2 ( ) P1

대화 상자 초기값 설정2.3 ( ) P1

서식 제출 버튼 위치2.4 ( ) P1

상하 스크롤 방지2.5 ( ) P2

2 구성 요소 배치.6 ( ) P2

동적 메뉴 배제2.7 ( ) P2

롤 오버 기능 배제2.8 ( ) P2

홈페이지 링크 제공2.9 ( ) P2

항목의 구분2.10 ( ) P2

입력 단계 구분2.11 ( ) P2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일관성 유지3.1 ( ) P1

3.2 간결한 문장 제공( ) P1

3.3 정보 검색어 입력 방법( ) P1

3.4 용도에 맞는 테이블 사용( ) P2

3.5 페이지 구조 제공( ) P2

3.6 특수 기호 사용 제한( ) P2

3.7 평이한 용어 사용( ) P2

3.8 검색 결과 제공( )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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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

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총 개의. 7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인식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중요도< 4-1 >

지침 폰트 크기 조절 본문의 폰트 크기는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1.1 (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본문의 폰트의 크기가 작으면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인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커다란.

폰트를 사용하면 한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콘텐츠의 길이가 줄어들어 스크롤 조작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문은 적당한 크기의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

노인 저시력자 웹 브라우저의 텍스트 확대 또는 축소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보( , )

지침 개(7 ) 중요도

폰트 크기 조절 본문의 폰트 크기는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1.1 ( ) . P1

중요한 기능의 재확인 중요한 기능은 실행 직전에 반드시 사용자의1.2 ( )

확인 과정을 거쳐야한다.
P1

적절한 홈페이지 제공 홈페이지 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1.3 ( ) (intro page)

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고해상도 이미지 제공 그래픽 이미지는 선명한 이미지파일을 사용1.4 ( )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인식 가능한 링크 및 버튼제공 링크 및 버튼의 텍스트 폰트는 인식1.5 ( )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하이퍼텍스트 표현 텍스트 링크는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1.6 ( )

바람직하다.
P2

1 항목의 배치 연속한 항목은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7 ( )

다.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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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편리하도록 텍스트 폰트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기능이 적용되려면 웹 브라우.

저의 텍스트 확대 또는 축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필요에 의하여 폰트의 크기를 고정시켜야 할 경우에는 폰트 크기를 포인트 이상으12

로 설정하여 확대하지 않고도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48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2002.4) ; 1, 2

(3)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WCAG 1.0)(1999.5.5)” ;

Checkpoint 3.4

(4)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WCAG 2.0)(2008.12.11) ;

Checkpoint 1.4.4

(5)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2004.6.20); 5.6 (a), (b)

지침 중요한 기능의 재확인 중요한 기능은 실행 직전에 반드시 사용자의 확인과1.2 ( )

정을 거쳐야 한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전 영역 전자 결제 인증서의 제출과 같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 ,

의 실수가 발생한다면 금전적 손실이나 개인 정보 누출 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따.

라서 전자 결제 또는 인증서 제출과 같은 중요한 작업은 최종적인 결정 직전에 반드시

사용자가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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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말하는 중요한 작업에는 결제 계좌 이체 인증서 제출 인증서 삭제 로, , , ,

그아웃 자료 제출 등이다 이외에도 사용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피해를 줄 수 있는, .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34

지침 적절한 홈페이지 제공 홈페이지 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1.3 ( ) (Intro page)

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홈페이지의 용도는 해당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종종 웹 사이트 운영자의.

디자인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곤 한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플래시 데모 등을. , ,

제공하기도 하며 링크나 버튼을 클릭해야 정보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로 이동하기도 한

다.

전맹 저시력자 디자인 위주의 홈페이지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화면 확대 프로그( , )

램 사용자가 정보를 얻기 위한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많은 번거로움을 준다 이러한 형태.

의 홈페이지는 종종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

다.

지체 장애 뇌병변 마우스의 사용이 불편한 사용자들과 키보드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 )

불필요한 페이지 이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웹 사이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웹 페

이지의 이동 횟수를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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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33

지침 1.4 (고해상도 이미지 제공 그래픽 이미지는 선명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의미를 제공하는 이미지는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큰 이.

미지를 사용할수록 인지가 쉬우나 이미지의 파일 크기가 늘어나 웹 페이지의 로딩 시간

이 길어진다 따라서 이미지는 선명도 및 로딩 시간을 고려하여 용량이 작으면서도 선명.

도가 좋은 형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노인 저시력자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화면을 확대하면 해상도가 낮은( , )

이미지나 비트맵 글자체로 작성된 텍스트는 선명도가 떨어져 사용자가 인지하는데 어려

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미지는 크고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하.

는 것이 좋다.

웹 브라우저와 화면 확대 프로그램은 콘텐츠의 크기를 일정한 확대 배율 예를 들어(

배 배 배 등 로 설정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배 확대 기능이 주로 사용된다 그1.5 , 2 , 4 ) . 2 .

러므로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최소한 배로 확대했을 경우에도 선명도가 유지되는 이2

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4, 7, 8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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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2002.4) ; 28

(3)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WCAG 2.0)(2008.12.11);

Checklist 1.4.5

지침 인식 가능한 링크 및 버튼 제공 링크 및 버튼의 텍스트 폰트는 인식 가능하1.5 ( )

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지체 장애 뇌병변 버튼 이미지 크기 버튼 텍스트 및 링크 텍스트의 폰트가 너무 작( , ) ,

으면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마우스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노인 저시력자 노인이나 저시력자는 작은 폰트의 텍스트를 읽기 어렵다 따라서 링( , ) .

크로 제공되는 버튼 텍스트 링크 텍스트의 폰트 크기는 본문 폰트와 동일한 크기를 사,

용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18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12

(3)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2004.6.20); 5.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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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하이퍼텍스트 표현 텍스트 링크는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1.6 ( )

하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링크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와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

용자 외에는 이것이 링크 텍스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텍스트.

또는 하이퍼텍스트 위에 올려놓아 커서가 화살표에서 손 모양으로 변하는지 여부로 판( )

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므로 링크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

와 구별되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링크 텍스트 링크는 밑줄로 표시된다 또. .

한 방문했던 링크를 방문하지 않은 링크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 방문했던 링크를 다,

시 방문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사용자가 방문했던 링크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문한.

링크는 폰트 굵기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색각이상 링크 텍스트를 색으로만 구분하면 색각이상자의 경우에는 링크 텍스트와( )

일반 텍스트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색으로만 링크 텍스트를 표시하는 것은 접근성.

지침에 위배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22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9

지침 항목의 배치 연속한 항목은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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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지체 장애 뇌병변 온라인 서식의 연속한 입력 항목과 목록을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 , )

면 빈번한 좌우 스크롤이 발생한다 특히 온라인 서식과 같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항.

목이 좌우로 배치된 경우에는 좌우 스크롤과 정보 입력을 번갈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

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온라인 서식의 입력 항목이나 목록은 세로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노인 저시력자 화면 확대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좌우 스크롤은 더 큰 불편( , )

을 준다 따라서 온라인 서식의 입력 항목이나 목록은 세로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41

원칙 운용의 용이성2. (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

능들을 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총 개의 지침으로. 11

구성되어 있다.

표 운용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중요도< 4-2 >

지침 개(11 ) 중요도

좌우 스크롤 방지 좌우 스크롤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2.1 ( ) . P1

무의미한 경유 페이지 배제 페이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한2.2 ( )

웹페이지를 경유하지 않아야 한다.
P1

대화 상자 초기값 설정 대화 상자의 선택 항목은 현재 상태를 유지2.3 (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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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좌우 스크롤 방지 좌우 스크롤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2.1 (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또는 심지어 비장애인들도 좌우 스크롤바가 있는,

웹 콘텐츠를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을 느낀다 그 이유는 웹 페이지에 포함된 콘텐츠를 인.

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좌우 스크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 페이지를 설계.

할 때는 좌우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도록 페이지의 가로 크기를 픽셀 이하가 되도1024

록 디자인해야 한다.

노인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수평으로 길게 디자인한( , , , , , )

콘텐츠를 웹 페이지에 배치하면 한 화면에 콘텐츠가 보이지 않아 웹 브라우저 창의 오른

하도록 초기값을 설정해야 한다.

서식 제출 버튼 위치 입력 서식의 제출 버튼은 마지막 입력 항목2.4 ( ) ‘ ’

다음에 제공해야 한다.
P1

상하 스크롤 방지 상하 스크롤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2.5 ( )

바람직하다.
P2

2 구성 요소 배치 관련 있는 요소들은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6 ( )

다.
P2

동적 메뉴 배제 동적 메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2.7 ( ) . P2

롤 오버 기능 배제 롤 오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2.8 ( ) . P2

홈페이지 링크 제공 새 창에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2.9 ( )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항목의 구분 입력 서식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2.10 ( )

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입력 단계 구분 입력 항목이 많은 서식은 입력 단계를 구분하여2.11 ( )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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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또는 왼쪽 영역의 가려진 콘텐츠를 보기 위하여 좌우 스크롤바를 반복적으로 조작하

여야 하므로 사용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저시력자 화면 확대 프로그램은 웹 페이지의 일부 영역을 확대하여 화면에 표시하므( )

로 다른 장애 영역 사용자에 비하여 더 많은 좌우 스크롤이 필요하게 되어 웹 페이지의

사용성이 더욱 떨어지게 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27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8, 26

지침 무의미한 경유 페이지 배제 페이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한 웹 페이2.2 ( )

지를 경유하지 않아야 한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전체 사용자는 어떤 링크를 클릭하여 새로운 웹 페이지나 웹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 )

우 목적지로 직접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만일 사용자의 예상과 달리 어떤 웹 페이지, .

를 경유하여 목적지로 이동한다면 경유하는 페이지의 용도를 인지할 수 없는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경유 페이지로 인하여 혼란을 겪게 된다 자동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링크를 통하여 이동하는 목적지가 콘텐츠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지 않

고 목적지의 홈페이지를 거쳐 해당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도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과

정이다 따라서 링크에 의한 웹 페이지의 이동 과정은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

당 웹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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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웹 주소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알려주기 위,

한 웹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은 허용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34

지침 대화 상자 초기값 설정 대화 상자의 선택 항목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2.3 ( )

초기값을 설정해야 한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전체 사용자 반응을 요구하는 대화 상자 가 화면에 표시되면 대부분의( ) (Dialog box)

사용자들은 팝업 창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엔터 키(Enter)

나 스페이스 바 를 눌러 반응한다 따라서 대화 상자에 대한 사용자 반응은(Space bar) .

항상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12

지침 서식 제출 버튼 위치 입력 서식의 제출 버튼은 마지막 입력 항목 다음에2.4 ( ) ‘ ’

제공해야 한다.

가 중요도. P1 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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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온라인 서식에 입력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하여 저장 확인 또는 다‘ ’, ' ' ‘

음 등의 서식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이 버튼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서식 구성’ .

요소 주변에 없으면 이 버튼을 찾기 위하여 콘텐츠를 내비게이션 하게 된다.

노인 저시력자 서식 제출 버튼을 찾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이 화면( , )

확대 프로그램 사용자이다 그러므로 서식 제출 버튼은 최종적으로 입력한 서식의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쉽게 이 버튼을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36, 44

지침 2.5 (상하 스크롤 방지 상하 스크롤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노인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모든 사용자는 웹 페이지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 , , , )

를 원한다 웹 페이지의 길이가 길어지면 자동적으로 웹 브라우저에 상하 스크롤바가 나.

타난다 일반적으로 상하 스크롤바의 크기는 웹 페이지 내에 포함된 콘텐츠의 길이가 길.

어질수록 작아지며 사용자의 조작이 점차 어려워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상하 스크롤바.

가 생기지 않도록 웹 페이지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길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길이가 긴 웹 콘텐츠는 여러 개의 웹 페이지로 나누어 배치하고 웹 페이지 간에 링크

를 제공하여 상하 스크롤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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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27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8, 26

지침 구성 요소 배치 관련 있는 요소들은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6 (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마우스 조작이 불편하거나 시각적으로 인식이 힘든 사용자는 인접한 컨트롤 링크 등, ,

을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컨트롤이나 링크를 선택하.

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용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성이 있는 요.

소들은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들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너무 가까이 인접시키면 마우스 조작 시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픽셀 이5

상의 간격을 두어 구별 될 수 있도록 한다.

노인 저시력자 상호 관련이 있는 구성 요소들은 서로 가까이 배치하여 관련성이 있( , )

음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맹 지체 장애 키보드 사용자는 웹 페이지에 포함된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

키보드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을 여.

러 개 제공하면 키보드 내비게이션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사용할 때 불편을 느끼게

된다 만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이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키보드 내비게이션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능을 각각 이미.

지 버튼과 텍스트 버튼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이미지 버튼으로 통합시키고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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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으로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Tooltip) .

가까이 배치해야 하는 구성 요소들 간의 간격을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게 만들면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들 구성 요소들 간의 거리가 더 떨어지게 표시되므

로 서로 관련이 없는 구성 요소처럼 보일 수 있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19, 28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12

(3)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WCAG 1.0)(1999.5.5);

Checkpoint 10.5

지침 동적 메뉴 배제 동적 메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2.7 (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동적인 메뉴에는 계단식 메뉴 풀다운 메뉴 스크롤(Cascading menus), (Pull-down) ,

메뉴 등이 있다.

계단식 메뉴는 메뉴를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것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어떤 메뉴 항목. ,

을 선택하면 하위 메뉴가 표시되고 하위 메뉴를 선택하면 다시 이 하위 메뉴의 하위 메,

뉴가 나타는 방식이다 계층 길이가 긴 계단식 메뉴는 하위 메뉴가 화면 가득히 전개될.

수 있으므로 사용상 혼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풀다운 메뉴는 메뉴를 선택하였을 때에 하위 메뉴가 선택한 항목의 아래쪽에 펼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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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뉴 구성 방식이다 사용자는 펼쳐진 하위 메뉴의 각 항목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풀다운 메뉴는 마우스 포인터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스크롤 메뉴는 메뉴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메뉴이다 따라서 스크롤 메뉴는 마우.

스의 조작이 용이하지 않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렵다.

웹 콘텐츠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

러나 동적 메뉴는 사용자의 그 의도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컨트롤이므로 바람직하

지 못한 방법이다.

노인 지체 장애 뇌병변 마우스 조작이 불편한 사용자들은 동적인 메뉴에서 원하는( , , )

메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실수로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을 때 원.

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마우스의 움직임만으로 웹 페이지의.

항목이 선택되는 동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우스의 클릭이나 키.

보드의 키 조작을 통하여 사용자의 명확한 의도에 따라 콘텐츠가 사용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저시력자 화면 확대 프로그램 사용자는 하위 메뉴가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계단식 메( )

뉴를 사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메뉴 간의 초점이 이동할 때마다 화면 확대 프로그램.

이 표시하는 내용이 변화하여 사용자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16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10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항목(3) KICS.OT-10.0003, “ ”(2005.12.21); 2.4

(4)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2004.6.20); 5.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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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롤 오버 기능 배제 롤 오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2.8 (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롤 오버 기능은 마우스 포인터를 특정 콘텐츠 위에 놓으면 해당 구성 요소(Roll over)

에 연결된 텍스트나 이미지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노인 지체 장애 뇌병변 롤 오버는 마우스 기능의 하나이다 따라서 마우스를 사용( , , ) .

하기 어려운 사용자는 롤 오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필수적인 정보는 롤 오버 기능을 이용하여 접근하도록 제공하면 안 된다.

저시력자 화면 확대 프로그램 사용자가 확대된 화면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텍스트나( )

이미지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아 롤 오버 텍스트나 롤 오버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하면 화

면 확대 프로그램은 롤 오버 텍스트나 롤 오버 이미지를 화면 확대 영역에 표시하지만,

포인터가 위치한 부분은 확대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포인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롤 오버 텍스트나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어 롤 오버 기능을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

능한 한 롤 오버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롤 오버 기능을 이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도록 한다.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롤 오버 기능은 화면

확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15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10

(3)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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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2004.6.20); 5.3 (a)

지침 홈페이지 링크 제공 새 창에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는2.9 ( )

것이 바람직하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새 창에서는 웹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원래의 창으로 이동하지‘ ’

않는다 따라서 새 창이 열렸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링크나 버튼.

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나 버튼은 지침 디자인. 3.1(

일관성 에 의거하여 모든 웹 페이지에서 같은 위치와 같은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14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44

지침 항목의 구분 입력 서식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2.10 ( )

이 바람직하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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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요.

전맹 시각장애인은 모든 온라인 서식에 해당 내용을 채워야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 ) .

라서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식을 필수 항목 부분과 선택 항목 부분으로 구분하고 필수 항목 부,

분을 중심으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력 서식마다 필수 항목임.

과 선택 항목임을 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전 영역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은 온라인 서식의 사용성을( )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해당사항 없음. :

지침 입력 단계 구분 입력 항목이 많은 서식은 입력 단계를 구분하여 제공하는2.11 ( )

것이 바람직하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전 영역 입력 항목이 매우 많고 복잡한 온라인 서식은 작성 과정을 여러 단계로 구( )

분하고 단계별로 페이지를 달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지침 항목의 구분 에 의거하여 온라인 서식을 필수 항목 부분과 선택 항목2.10( )

부분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별개의 페이지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또한 필수, .

항목 페이지는 선택 항목 페이지보다 먼저 입력하도록 배치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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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이해의 용이성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3. (Understandable): .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총 개의 지침으로 구성되. 8

어 있다.1)

표 이해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중요도< 4-3 >

지침 일관성 유지 웹 페이지 디자인 및 작업 과정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3.1 (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지침 개(8 ) 중요도

일관성 유지 웹 페이지 디자인 및 작업 과정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3.1 ( )

한다.
P1

3.2 간결한 문장 제공 콘텐츠는 간결하여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제( )

공해야 한다.
P1

3.3 정보 검색어 입력 방법 정보 검색어 입력 방법이 명료해야 한다( ) . P1

3.4 용도에 맞는 테이블 사용 문서의 모양이나 콘텐츠의 배치를 결정하( )

기 위해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3.5 페이지 구조 제공 페이지 구조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 P2

3.6 특수 기호 사용 제한 용도를 고려하여 특수 기호 구두점 등 를 사용( ) ( )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3.7 평이한 용어 사용 평이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하다
P2

3.8 검색 결과 제공 검색 결과 페이지는 검색어 입력 상자 요약 정보( ) , ,

검색 결과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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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요.

동일한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화면 디자인이 서로 상이하면 이들 웹 페,

이지를 서로 다른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 콘텐츠로 혼동할 수 있다 또한 페이지별로. ,

디자인이 상이한 웹 사이트는 사용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웹 페이지별로 컨트롤의 표시 형태나 삽입 위치 등이 다르면 사용자들은 웹 사이트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웹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웹 페이지 홈페이지는 예외 의 화면 디자인 사용하는 컨트롤의 모양과 페이지( ) ,

별 삽입 위치 등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노인 저시력자 화면 확대 프로그램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창의 전체가 아니라 창의( , )

일부 영역을 화면에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웹 페이지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

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다면 새로운 웹 페이지로 이동할 때마다 사용법을 익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적 장애 방문한 웹 페이지별로 메뉴와 내비게이션 컨트롤의 위치나 모양이 바뀌게( )

되면 사용자는 이들 웹 페이지를 동일한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로 인식하기보

다는 새로운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일한 웹.

사이트에 포함된 웹 페이지임을 인지하더라도 웹 페이지별로 내비게이션 컨트롤의 모양

이 다르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로 생각하게 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30

(2)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WCAG 1.0)(1999.5.5) ;

Checkpoint 13.4

(3)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WCAG 2.0)(2008.12.11) ;

Checkpoint 3.2.3, 3.2.4

(4)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2004.6.20) ; 5.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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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3.2 간결한 문장 제공 콘텐츠는 간결하여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접속하는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웹 사

이트에 접근한다 이 때 웹 콘텐츠 내에 핵심에서 벗어난 부가적인 정보들이 많이 존재.

한다면 사용자는 콘텐츠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웹 사이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필, .

수 정보가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전맹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는 웹 콘텐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들 사용자는 웹 페이지의 로딩 후 몇 개의 문장이나 문단을 청취.

한 후에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건너뛰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웹 콘텐츠를 구성할 때에.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웹 콘텐츠에 핵심 내용과 동떨어진 부가 정보가 많이( , , )

있다면 결국 콘텐츠의 길이가 길어져 상하 스크롤이 사용되게 된다 이는 마우스 조작이.

불편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는데 화면 확대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상하 스,

크롤바의 조작에도 어려움이 있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5

(2)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WCAG 1.0)(1999.5.5) ;

Checkpoint 12.1

지침 3.3 정보 검색어 입력 방법 정보 검색어 입력 방법이 명료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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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에는 직접 입력 상자 에 입력하는 방식 콤보 상자(Edit box) ,

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한 검색어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선택 상자(Combo box) .

를 이용하여 검색 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다(Check box, Radio button) .

입력 상자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초기값을 제공하지 않고 콤보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

은 콤보상자 내에 초기값을 미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초기값을 제공하지.

않는 콤보 상자는 화면상으로는 입력 상자와 모양이 비슷하므로 입력 상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력 상자와 콤보 상자에는 각각 검색어. ‘

를 입력하세요 및 검색어를 선택하세요 등의 안내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 ’ .

선택 상자 는 반드시 초기값을 설정해야 한다(Check box, Radio button) .

전맹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가 검색어 입력 상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 )

메시지를 초기값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25

(2)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WCAG 1.0)(1999.5.5) ;

Checkpoint 13.7

지침 3.4 용도에 맞는 테이블 사용 문서의 모양이나 콘텐츠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테( )

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중요도. P1 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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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전맹 테이블은 원칙적으로 데이터 간의 상대적 위치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 )

성 요소이다 테이블을 문서의 모양이나 콘텐츠를 배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 콘텐츠가 테이블 임을 알려주어 사용자로 하여금 콘텐츠의‘ ’

배치보다는 테이블의 셀 과 셀 간의 상대적 위치나 행과 열 제목 간의 관계에 주목(Cell)

하게 한다 따라서 웹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에 배치용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67

(2)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WCAG 1.0)(1999.5.5) ;

Checkpoint 5.3

지침 3.5 페이지 구조 제공 페이지 구조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웹 페이지를 제작할 때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하고 사용자가 목차를 이용하여 해당 내

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하면 매우 편리한 웹 콘텐츠가 된다.

마찬가지로 웹 페이지를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컨트롤 메뉴 포함 이나 항목의 수( )

를 함께 제공하면 사용자는 상하 스크롤을 하지 않더라도 그룹에 속한 컨트롤이나 항목

의 개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컨트롤 또는 항목의 수는 그룹의 제목 오른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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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배치할 수 있다 컨트롤 또는 항목의 수를 제공하는 방법과 배치는 지침 디자. 3.1(

인 일관성 을 따른다) .

전맹 이 지침을 준수하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웹( )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문 듣기에 앞서 웹 페이지의 형태나 사용법을 먼.

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29

지침 특수 기호 사용 제한 용도를 고려하여 특수 기호 구두점 등 를 사용하는 것3.6 ( ) ( )

이 바람직하다.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전맹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구두점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는 읽히는 방법을 감안( )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마침표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구두점 또는 숫자의.

소수점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마침표를 연 월 일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

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이러한 날짜 표시를 숫자로 읽어줄 가능성이 있다.

문단 제목이나 목록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특수 기호를 글머리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 이들 특수 기호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이를 해당 문단이나 목록의 글머리표로 읽어주지 않고 의

미가 모호한 명칭으로 읽어줄 가능성이 있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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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평이한 용어 사용 평이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7 ( )

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전체 웹 콘텐츠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웹 사이트에서 어려( ) .

운 외래어 이모티콘 약어 등을 사용하거나 전문 용어나 기술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용, , ,

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은 웹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게 된다 따.

라서 가급적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평이하고 보편적인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의하여 꼭 사용할 경우에는 이들 용어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

를 돕는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4, 6

(2)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WCAG 1.0)(1999.5.5) ;

Checkpoint 4.2

(3) W3C,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WCAG 2.0)(2008.12.11) ;

Checkpoint 3.1.3, 3.1.4, 3.1.5

(3) JIS X 8341-3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oftware and

services”-Web Content(2004.6.20) ; 5.9 (c), 5.9 (d)

지침 검색 결과 제공 검색 결과 페이지는 검색어 입력 상자 요약 정보 검색 결3.8 ( ) , ,

과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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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도. P1 P2□ ■

나 해당 장애 영역.

노인 전맹 저시력자 지체 장애 뇌병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 ■ ■ ■ ■ ■

다 개요.

검색 결과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요약 정보를 페이지의 첫 부분에 표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검색어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사용자는 검색 결과를 차례로 확인할 때까지는 검색어 입력 오류를 알아내

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색 결과에 대한 요약 정보를 검색어 입.

력 상자 다음에 제공하면 사용자는 검색어 오류 또는 검색 결과의 정확성 등을 먼저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검색 결과에 텍스트 정보와 이미지 정보가 혼재되어 있거나 서로 다. ,

른 여러 정보를 표현해야 할 경우 이들을 순서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맹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사용자를 위해서는 검색 결과를 검색어 입력 상자에 이( )

어서 배치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검색 결과를 검색어 입력 상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

치하면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검색의 결과로 알기 어

렵다.

노인 저시력자 화면 확대 프로그램 사용자의 경우에도 검색 결과는 검색어 입력 상( , )

자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검색 결과를 찾기 위해 웹.

페이지를 내비게이션하게 된다.

라 관련 문서 및 표준.

(1) Nielsen Norman Group, “Beyond ALT Text: Making the Web Easy to Use

for Users With Disabilities”(2001.10) ; 60, 61

(2) Nielsen Norman Group, “Web Usability for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s(2002.4) ;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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