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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과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HTML5, 인공
지능(AI), 반응형 웹 등 IT 기기 및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IT 사용자들의 해당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패턴이 급변하면서 우리의 삶 역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우리의 삶의 질에 가장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대
표적인 몇 가지 변화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기기 및 그것의 활용도의 확산이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의 중심이 점차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스마
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이동하고 있으며, 과거 데스크톱 컴퓨터
에서 이용하던 포털, 콘텐츠,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을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시장에서도 모바일 서비스가 차지하
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일상
화되고 기기도 고사양화되면서 단순히 메일이나 문자의 전송, 전화의 송수신과
같은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정보검색 및 활용, 문서작성 및 협업,
전자결제, 원격교육, AI(Artificial Intelligence),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

헬스케어, 게임, 쇼핑 등과 같은 첨단 기능들까지 탑재되어 활용되고 있

다. 바야흐로 금융, 공공, 유통, 교육, 문화, 제조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삶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모바일 기기는 유선의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접근보다 이동 가능성, 접근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
우,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보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월 현재 스마트폰 가
입자 수는 46,629,355명으로 전체 인구의 90.1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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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가입자 수/비율 (2014년~2017년)
년도
구분
2014.1

2015.1

2016.1

2017.1

51,156,168

51,342,881

51,541,582

51,704,332

가입자수

18,762,781

19,256,465

20,073,718

20,604,107

가입비율

36.67

37.50

38.94

39.84

가입자수

37,825,853

40,977,497

43,919,090

46,629,355

가입비율

73.94

79.81

85.21

90.18

인구수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TSTAT ICT통계
포털(http://www.itstat.go.kr/home.it)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재구성함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에 따르
면, 2016년의 경우 만3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10명 중 2명(24.4%)이
일주일에 평균 14시간 이상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당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8시간 37분(하루 평균 1시간 1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인터넷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 이용)은
(88.5%)이

85.9%로 조사되었으며, 남성

여성(83.3%)에 비해 높았고, 10-50대(10대 96.0%, 20대 99.8%, 30대

99.6%, 40대 99.1%, 50대 94.0%)의 모바일 인터넷이용률은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이용)의

경우는 83.6%로 나타났으며, 남성(86.7%)의 스마트폰 이용률

이 여성(80.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10-50대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2명(23.1%)이 주당 평균
14시간 이상(‘14-21시간 미만’ 15.8%, ‘21-35시간 미만’ 6.2%, ‘35시간 이상’ 1.1%) 스마
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8시간 29분(하루 평균 1
시간 13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콘텐츠의 접근(access) 통로가 PC 웹에서 모바일 웹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Netscape Navigator 브라우저와 Internet Explorer 브라우
저의 사용자 확보 경쟁으로, 서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W3C 규정을 무시한 기
능 구현으로 비표준 기술이 확산되었으나, 웹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Mozilla
Firefox와 Google Chrome 출시 이후 PC에서 스마트폰에서도 다양한 웹 브라우
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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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gs.statcounter.com/browser-market-share/desktop/worldwide/#monthly-200901-201704

[그림 1]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2009년 1월2017년 4월)

그러나 국내의 경우 Active-X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2016년 전반기 이후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Internet Explorer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
은 실정이며([그림 2] 참조), 특히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다시 Internet
Explorer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웹 표준 또는 웹 접근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인식 제고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개선 추진 및 유도가 필요하다.

자료: http://gs.statcounter.com/browser-market-share/desktop/south-korea#monthly-200901-201704

[그림 2]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2009년 1월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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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 증가에 따른 다양한 모바일
브라우저의 등장으로 브라우저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 환경
이 급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최근 모바일이 데스크톱 시장점유율을 앞지르면
서([그림 4] 참조)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과 활용이 급증하고 있어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자료: http://gs.statcounter.com/browser-market-share/mobile/worldwide/#monthly-200901-201704

[그림 3] 세계 모바일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2009년 1월2017년 4월)

자료: http://gs.statcounter.com/platform-market-share/desktop-mobile-tablet/worldwide/#monthly-200901-201704

[그림 4] 세계 데스크톱, 모바일, 태블릿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2009년 1분기2017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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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HTML5의 웹 표준으로의 수용과 정착이다. W3C(www.w3c.org)는 지금까지
HTML, XHTML, SVG, XForms와 같은 마크업 언어, 스타일시트(특히 CSS), 자바스
크립트에 대한 ECMA스크립트 국제 표준, 문서 객체 모델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 웹 표준인 HTML5이
다. HTML5는 HTML 표준뿐만 아니라 SVG(Scalable Vector Graphics), 시맨틱 마크
업, 편리한 웹 폼 기능, 리치 웹 애플리케이션(Rich Web Application) API 등을 담
고 있다. HTML5는 또한 효율적 구조적 마크업 지원 및 XHTML에 대한 하위호환
성 확보, 태그의 확장 및 API 사용으로 다양한 기능의 구현 및 응용 개발 가능,
멀티미디어 기능이나 네트워크 등 속도 향상, 서비스와 기기를 통합하는 플랫폼
으로 개방적이고 쉽게 활용 가능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비표준 기술 Active-X 사용을 줄이고 인터넷 생태계를 개방화시켜 국
내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HTML5를 차세대 웹 표준으로 확대하고 전자정
부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하여 2012년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개정
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HTML5 등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며, “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현저하게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
는 경우가 아니면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운영체
제(OS)와 상관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웹 애플리케이
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웹 콘텐츠를 접근하는 데 있어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들이 활용됨에 따라 기기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접근,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주는 반응형 웹 기술 활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응형
웹(responsive web)이란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웹페이지의 크기 등이 자
동적으로 재조정됨으로써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웹을 말한다. 즉, 하나의 HTML 소스만으로 어떠한 기기에서나 해
당 장치에 최적화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웹을 말한다.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IT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형 웹 기술 활용에 대한 요구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판단
된다.
다섯째, 웹 접근성 또는 모바일 접근성에 관한 국외 법률이나 지침 적용 범위
의 확장이다. 최근 EU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기존에 웹 접근성에만
한정되어 접근성을 정의하였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바일 접근성까지를

- 11 -

접근성의 범주에 포함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의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 12월에 EU에 속해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보다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ATM, 은행 서비스,
PC, 전화 및 TV 장비, 전화 및 시청각 서비스, 교통, 전자책(e-books), 전자상거
래(e-commerce)와 같은 핵심적인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건을 준수할
것을 규정한 ‘EU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을 제안했는데, 이 법령
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 접근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2010년 10월),

‘전자정보공학을 위한 재활법 508조 표

준’(Section 508 Standards for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2010년 12월), ‘ICT
표준

및

지침’(Information

Guidelines)(2017년 1월)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tandards

and

등과 같은 일련의 법률이나 표준,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웹에만 한정되던 접근성 규정들을 모바일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ICT 기기에
이르기까지 접근성을 준수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접근성에 대한 법률 적용 범위
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W3C 역시 최근 웹 및 모바일 기술 등에 대응하
기 위하여 2018년 6월 제정을 목표(https://www.w3.org/WAI/GL/wiki/WCAG_2.1_timeline)
로 WCAG 2.1 초안(http://www.w3.org/TR/WCAG21/)을 제출(2017년 6월), 검토 중에
있다. 특히 W3C는 WCAG 2.1 개정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
함하여 현재의 WCAG 2.0에서 시급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
서만 우선적으로 개정을 하고, 그 이후 WCAG 3.0 개정 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
을 수정할 예정이다.
여섯째, 웹 접근성 준수 기준의 상향이다. 여러 나라들이 웹 접근성에 대한 법
률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준수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W3C의 WCAG에서
정의한 성공기준(Success Criteria) 중 A(Level A)와 일부 AA(Level AA) 정도를 준수
하면 되었지만, 최근 제정된 ‘ICT 표준 및 지침’ 등에서는 WCAG 2.0의 성공기준
AA까지를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U 역시 최소한 성공기준
AA까지를 준수토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오스트리아, 캐나다, 유럽연합, 홍
콩,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 상당히 많은 국가
들이 성공기준 A에서 AA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s://www.powermapper.com/
blog/government-accessibility-standards/).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웹 접근성에 관한 법률이나 표준,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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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HTML5나 반응형 웹 등과 같은 최신 기
술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본 분석 보고서는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며, 현행 웹 접근성 국가표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삼고 있는 W3C의
WCAG 2.0의 성공기준 AA(Level AA) 및 AAA(Level AAA) 중 현행 ‘한국형 웹 콘텐
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검사항목들 중 국내
국가표준으로 추가 가능한 검사항목들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제3장에서
언급할 7가지의 후보 검사항목 선정기준(모바일 웹/PC 웹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응, 국
내 도입/적용 시 기대효과, 구현/적용가능성, 과도한 부담 여부, 국제 기준과의 수준 차이 고려,
사용성 개선 효과, 평가 가능성)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검사항목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 및 예시,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적용 시 기대효과, 적용
시 이슈/대안, 평가방법 등을 제시한다.
둘째, 현재 W3C에서 제안·검토 중인 WCAG 2.1 초안(Working Draft)(2017년 6
월) (http://www.w3.org/TR/WCAG21/)에서

새롭게 추가된 검사항목들 중 국내 국가

표준으로 추가 가능한 검사항목들을 위의 첫 번째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선정
기준과 내용으로 선정 및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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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후보 검사항목 분석

1. 후보 검사항목 선정 기준
후보 검사항목을 선정하기 전에 연구진들이 논의를 통하여 설정한 후보 검사
항목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웹/앱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응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률이 PC를 통한 정보에의 접
근 및 활용률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웹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
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웹/앱 콘텐츠에의 접근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EU와 미국 등에서 지침이나 법률 등의 제(개)정
을 통해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앱 접근성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W3C도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1 working draft에 모바일 웹/앱 접근
성과 관련한 검사항목들을 상당수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WCAG 2.0을 유지하면
서 시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
는 WCAG 2.1과는 달리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WCAG 3.0에서는 모바일
웹/앱 관련 접근성 검사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들도 점차 이슈화되고 있는 모바일 웹 접근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세계적인 추세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WCAG 2.0, WCAG 2.1 working draft
등에서 제시한 모바일 웹 관련 검사항목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후보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 국내 도입/적용 시 기대 효과
특정 검사항목을 국내에 도입/적용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비용-효과성, 웹/모
바일 접근성 준수율 향상도, 사용자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보 검사항목 등을 검토할 때 국내 도입/적용 시 비용-효
과성, 웹/모바일 접근성 준수율 향상도, 사용자 만족도 등과 같은 기대효과가 높
을 것으로 예측되는 검사항목들은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후보 검사항
목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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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적용 가능성
특정 검사항목의 도입/적용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실제로 해
당 검사항목을 도입/적용했을 때 실제로 적용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다. 검사항
목에 포함시켰지만 해당 검사항목을 실제로 구현/적용할 수 없거나 상당히 어렵
다면 해당 검사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재의 기술이나 구현/적용 수준 측면 등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후보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4) 과도한 부담 여부
콘텐츠 개발자 또는 제공자들이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기 위
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등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를 접근성 있게 개발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비용-효과성이 더 높
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개발 또는 제공자들에게 특
정 검사항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 등에서 지나치게 부
담(undue burden)을 준다면, 해당 검사항목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야기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자나 제공자
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은 것들부터 후보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5) 국제 기준과의 수준 차이 고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EU와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재 WCAG 2.0 지
침 중 AA 수준까지를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AAA
수준까지를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WCAG 2.1은 대부분이
WCAG 2.0의 A 수준이며, AA 또는 AAA 수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국
제화의 흐름 속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이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제 이용자
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설혹 KWCAG 2.1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해당 콘텐츠가 해당 국가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려
면, 검사항목들이 최소한 국제 기준과 대등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 기준과의 수준을 고려하여 합당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WCAG 2.0/2.1의
AA 수준 검사항목들은 후보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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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성 개선 효과
웹 접근성 개선 노력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 등이 웹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
나 접근, 활용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타인의 도
움 없이 또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도 자립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
성(usability)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웹 접근성 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웹 접근성을 넘어 상대적으로 사용성 증진 효과가 높은 것들부터 후보 검사
항목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7) 평가 가능성
본 분석 보고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며 현행 웹 접근성 국가표준에 대한 개정(KWCAG 2.1 → KWCAG
2.2)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선정된 후보 검사항목들은 추가 검토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표준
으로 제정·활용될 것이다. 이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시행령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웹 접근성 실태조사
를 위한 평가기준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판단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즉, 검사항목은 평가 혹은 법적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해당 지침을 기술적·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것을 후보 검사항목으
로 선정·반영하였다.

2. 선정된 후보 검사항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보 검사항목들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제3장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후보 검사항목들에 대해,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적용 시 기대효과, 적용 시 이슈/대안, 평가
방법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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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종 선정된 후보 검사항목
WCAG 2.0 / WCAG 2.1 검사항목(Success Criteria)

수준(Level)

1.4.4 Resize text

AA

1.4.5 Images of Text

AA

1.4.10 Zoom content (WCAG2.1)

A

1.4.11 Graphics Contrast (WCAG2.1)

AA

1.4.12 User Interface Component Contrast (Minimum)

AA

2.2.6 Interruptions(minimum) (WCAG2.1)

AA

2.2.7 Accessible Authentication (WCAG2.1)
2.4.5 Multiple Ways

A
AA

2.4.11 Character Key Shortcuts (WCAG2.1)

A

2.6.1 Orientation (WCAG2.1)

AA

3.1.2 Language of Parts

AA

3.2.3 Consistent Navigation

AA

3.2.4 Consistent Identification

AA

3.2.5 Change on Request

AAA

3.2.6 Accidental Activation (WCAG2.1)

A

3.2.7 Change of Content (WCAG2.1)

AA

3.3.3 Error Suggestion

AA

3.3.4 Error Prevention (Legal, Financial, Dat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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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후보 검사항목 세부사항

1. 문자 크기 변경(Resize

Text)

1.4.4 문자크기 변경(수준 AA)

1.4.4 Resize text(Level AA)

자막과 텍스트 이미지를 제외하고, 문자는 보 Except for captions and images of text,
조기술 없이도 콘텐츠를 잃거나 기능상실 없 text can be resized without assistive
이 200% 이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technology up to 200 percent without loss
of content or functionality.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동영상 자막이나 이미지 내 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텍스트(텍스트 기반 컨트롤 포
함)는

별도의 보조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200% 확대하였을 때 인식이 용이

해야 하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웹 콘텐츠 이용 시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화면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1] 키보드만 사용으로 화면 확대 (예시)

[그림 1-2] 마우스를 활용한 화면 확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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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브라우저 메뉴를 활용한 화면 확대(예시)

[그림 1-4] 손가락 터치를 활용한 화면 확대(예시)

이 검사항목은 저시력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가 PC, 모
바일 등 다양한 이용환경에서 웹 콘텐츠의 화면 확대 기능을 이용할 때 200%
까지는 모든 텍스트 정보를 인식・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5] 200% 확대 후 텍스트 인식이 용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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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0% 확대 후 텍스트 인식이 어려운 사례

[그림 1-7] 200% 확대 후 텍스트 인식이 불가능한 사례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이 검사항목은 KWCAG 2.1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
에서 KWCAG 2.2 표준 후보로 추천하고 있는 WCAG 2.1의 “1.4.10 콘텐츠 확
대(Zoom Content, Level AA): 내용 또는 기능 손실 없이, 그리고 의미상 또는 고정
공간 배치가 필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2차원 스크롤 없이 내용을 400%까지 크
기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사항목과 관련이 있다.
1.4.10 콘텐츠 확대 지침을 준수하면 이 지침은 자동으로 만족한다. 따라서 향
후 WCAG 2.1 지침의 1.4.4 항목과 1.4.10 항목을 국내 표준에서 하나의 지침
으로 병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저시력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웹 이용 환경에서 문자의 크기로 인해 가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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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링크, 버튼 등
기능이 있는 텍스트도 200%까지 확대가 보장되므로 뇌병변장애인, 고령자, 모
바일 이용자 등 컨트롤의 적용 범위가 큰 사이즈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아울러, 서비스제공자, 개발자로 하여금 문자 크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필
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향후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국내 표준이 어느 정도 강제화되는 특성으로 인해 해당 검사항목을 쉽게 통과
하기 위해 근본적인 내용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문자정보를 데이터 형식의 텍스트로
마크업하지 않고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대 자체가 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텍스트 이미지 정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검사항목 적용 시 문자정보를 가급적 이미지로 제공하지 않는 내
용의 ‘WCAG2.1의 1.4.5 (Image of Text)’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하여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 평가방법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화면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200%까지 확대 후, 내용이
사라지거나 겹치고 가려져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텍스트 정보(동영상 자막
과 텍스트 이미지 제외)가

있는지 점검한다.

2. 텍스트 이미지(Images

of Text)

1.4.5 텍스트 이미지(수준 AA)

1.4.5 Images of Text(Level AA)

사용된 기술이 시각적 표현을 지원하더라도 If the technologies being used can achieve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는 텍스트 the visual presentation, text is used to
이미지보다 텍스트로 전달해야 한다.

convey information rather than images of
text except for the following:

사용자 정의 가능한

Customizable

텍스트 이미지를 사용자 요구에 따라 시각적 The image of text can be visually
으로 설정할 수 있다.

customized to the user's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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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Essential

정보를 전달하는 데 문자의 특별한 표현이 A particular presentation of text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to the information being conveyed.

참고

NOTE

로고타입(로고 또는 상표 이름 문자)은 필수 Logotypes (text that is part of a logo or
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brand name) are considered essential.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다음과 같이 일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정보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이미지를 사용자 요구에 따라 폰트, 크기, 색상, 배경을 시각적으로 설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고, 상표 등 문자정보의 특정 표현이 정보 전달에 필수적인 텍스트 이미지
는 제외한다.

[그림 2-1] 특정 표현이 필수적인 텍스트 이미지 예 (로고, 상표)

[그림 2-2] 특정 표현이 필수적인 텍스트 이미지 예(캘리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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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특정 표현이 필수적인 텍스트 이미지 예(싸인, 손글씨)

이 검사항목은 폰트 크기, 전경색 배경색, 폰트, 줄 간격, 정렬 등 특정 시각적
표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시각적 표현을 원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이 검사항목은 KWCAG 2.1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
에서 WCAG 2.1의 “1.4.4 문자크기 변경(수준 AA): 자막과 텍스트 이미지를 제외
하고 문자는 보조기술 없이도 콘텐츠를 잃거나 기능상실 없이 200% 이상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사항목 대상에서 제외된 ‘텍스트 이미지’와 일부 관련
이 있다. ‘WCAG2.1의 1.4.4 (Resize Text)’ 검사항목 적용 시 함께 적용하여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저시력, 난독증, 지적장애, 고령자 등 읽기(read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정보의 시각적 표현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문자정보를 이미지 대신 데이터 형식의 텍스트로 제공할 경우 검색 노
출, 유지 보수, 빅데이터 활용, 번역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웹페이지 내 제목, 인용문 등 특정 문자를 이미지로 제공하기를 원하는 웹 디
자이너로부터 ‘표현의 제약’이라는 반발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최근 웹페이지의 성능 향상, 반응형 적용, 경량화 등 가급적 문자정보를 이미
지 대신 데이터 형식의 텍스트로 제공하는 추세이므로, 문자의 다양한 모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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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이미지로 제공하는 것보다 CSS를 활용하여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을 적
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손글씨 이미지와 필기체 폰트로 제공한 텍스트 이미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 평가방법
이미지 요소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문자가 있는 경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한다.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위반으로 처리한다.

3. 콘텐츠 확대(Zoom

content)

1.4.10 콘텐츠 확대(수준 AA)

1.4.10 Zoom content(Level AA)

내용 또는 기능 손실 없이, 관례 또는 의미 Content can be zoomed to an equivalent
상 2차원 배치가 필요한 콘텐츠를 제외하고 width of 320 CSS pixels without loss of
2차원 스크롤 없이 320 CSS 픽셀*과 동일한 content or functionality, and without
너비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requiring scrolling on more than one axis,
except for parts of the content which
require two-dimensional layout for usage
or meaning.

*

CSS 픽셀은 단말 물리 픽셀이 아니라 콘텐츠 크기를 구성하는 논리 픽셀을 의미함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UAAG 2.0(유저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8.5 Allow Zoom 지침에 따라 대중적인
유저 에이전트는 화면 확대(500% 이상)/축소(10% 이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이 지침은 웹 콘텐츠가 별도의 화면 확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저시력자는 화면 확대 기능을 사용한다. 저시력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용자
또한 작은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다. 화면 확대 기능을 통해 저시력자의 접
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지침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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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청와대 웹사이트. 좌로부터 100%, 200%, 400% 확대한 화면

[그림 3-1]을 보면 200%, 400% 확대 시 화면 우측이 뷰포트(viewport) 밖으
로 밀려났다. 종 스크롤과 횡 스크롤을 동시에 사용해야 탐색 가능하기 때문에
저시력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확대 시 모든 콘텐츠는 뷰포트 안쪽에
표시해야 한다.
한편,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한 웹페이지는 화면을 400%까지 확대해도 2차원
스크롤 없이 문서 내용을 한 방향으로 선형화 배치할 수 있다.

[그림 3-2] 백악관 웹사이트. 좌로부터 100%, 200%, 400% 확대한 화면

[그림 3-2]를 보면 어떤 배율로 보아도 한 방향으로 웹 문서를 탐색할 수 있
기 때문에 저시력자의 접근성이 좋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이 검사항목은 현재 버전의 KWCAG 2.1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본 연구보
고서에서 KWCAG 2.2 표준 후보로 추천하고 있는 WCAG 2.0 “1.4.4 문자 크기
변경(수준 AA): 자막과 텍스트 이미지를 제외하고 문자는 보조기술 없이도 콘텐
츠를 잃거나 기능상실 없이 200% 이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과 관련
이 있다.
WCAG 2.0 1.4.4 검사항목은 2차원 스크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지
침과 중복된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침을 준수할 경우 1.4.4
지침이 저절로 준수되기 때문에 1.4.4 지침과 1.4.10 지침을 병합하는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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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2차원 스크롤 없이 웹 문서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시력자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모바일 사용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화면 확대 시 2차원 스크롤을 생성하지 않으려면 웹 문서에 ‘반응형 기술’ 또
는 ‘선형화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가변폭에 대응해야 하거나, ‘모바
일 버전의 웹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반응형 웹 기술은 ‘CSS 미디어 쿼리’라는 이름의 명세로 2012년 표준화
(W3C Recommendation)

되었으나 국내 사용자 환경은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지 않

는 브라우저(IE 8 이하)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출처: http://koreahtml5.kr/

[그림 3-3] 2016년 하반기 국내 웹 브라우저 이용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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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oreahtml5.kr/

[그림 3-4] 2016년 하반기 국내 웹 브라우저(IE) 이용자 통계

그러나 IE 8 이하 브라우저에서도 반응형 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오픈소스 대안(IE 8 이하 브라우저에 최신 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 존재하
므로 이를 적용하면 된다.
둘째, 반응형 웹 기술은 하나의 소스코드만으로 다양한 해상도 환경을 지원하
는 기술이다. 그러나 포털 또는 쇼핑몰 웹사이트와 같이 용량이 큰 웹 문서에
적용 시 모바일 사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웹 문서를 빠르게
다운로드하지 않는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웹사이트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웹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모바일 사용자에 대응하고 있다면 이미 ‘반응형
기술’ 또는 ‘선형화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모바일 사용자 수가 이미 데스크톱
사용자 수를 능가하였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고려는 더 이상 새로운
요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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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martinsights.com/mobile-marketing/mobile-marketing-analytics/mobile-marketing-statistics/

[그림 3-5] 글로벌 사용자의 웹 사용 통계. 데스크톱 vs 모바일

출처: http://www.smartinsights.com/mobile-marketing/mobile-marketing-analytics/mobile-marketing-statistics/

[그림 3-6] 미국 사용자의 웹 사용 통계. 데스크톱 vs 모바일

[그림 3-5]와 [그림 3-6]은 모바일 웹 사용자 수가 데스크톱 웹 사용자 수를
능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데스크톱 단말에서 선형화기법이 적용된 모바일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기능
(현재 페이지를 모바일 웹 버전으로 즉시 볼 수 있는 연결)을

제공한다면 반응형 웹 기술

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지침의 요구사항(데스크톱 단말에서 2차원 스크롤 없이 화

- 28 -

면을 400%까지 확대 가능)을

충족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버전의 웹페이지에 대한 연결이 추가 탐색(모바일 웹사이트 초기 화
면에서부터 다시 탐색해야 하는 상황)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과도한 불편을 동

반하므로, 접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데스크톱 웹페이지와 모바일 웹페이지
간의 전환은 현재 맥락과 관련 없는 다른 페이지를 거치지 않도록 직접 링크해
야 한다.
셋째, 반응형 웹 또는 선형화기법은 국내 웹 개발자가 보편적으로 구현 가능
한 기술이지만, 기존의 웹사이트 개발방식에 비하여 추가적인 비용(인적, 물적, 시
간)을

요구한다.

아직 모바일 버전의 웹 문서 보기 기능(모바일 버전의 웹 또는 반응형 웹)을 제공하
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데스크톱 버전의
웹사이트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모바일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버전을 대응하고 있지 않았다면 추가비용은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평가방법
너비 1280 픽셀로 설정한 뷰포트(viewport)에서 화면을 400%까지 확대한 후
현재 페이지의 주요 내용과 기능 손실 없이 1차원 스크롤만으로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으면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2차원 스크롤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접근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차원 스
크롤이 발생했더라도 뷰포트 밖에 표시하는 내용과 기능이 장식적이고, 부수적
이며, 주된 탐색 문맥과 관련이 없다면, 2차원 스크롤 또는 부수적인 내용을 평
가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모바일 단말은 화면 확대 시 2차원 스크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
바일 단말을 이용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데스크톱 단말에서만 테스트해야 한다.

4. 그래픽 명도대비(Graphics
1.4.11 그래픽 명도대비(수준 AA)

Contrast)
1.4.11 Graphics Contrast(Level AA)

콘텐츠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그래 The visual presentation of graphical objects
픽 객체의 시각적 표현은 다음을 제외하고 that are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인접 색상 대비 적어도 4.5 : 1의 명도대비 content or functionality have a contrast
를 갖습니다.

ratio of at least 4.5:1 against the adjacent
color(s), except for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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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두꺼운

Thicker

최소 너비와 높이가 3 CSS 픽셀 이상인 그 For graphical objects with a minimum width
래픽 객체의 경우 그래픽의 명도대비가 최소 and height of at least 3 CSS pixels, the
3 : 1입니다.

graphic has a contrast ratio of at least
3:1.

감각

Sensory

주로 시각적 감각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비 Non-text content that is primarily intended
텍스트 콘텐츠는 명도대비 요구사항이 없습 to create a visual sensory experience has
니다.

no contrast requirement;

로고 타입

Logotypes

로고 또는 브랜드 이름 그래픽은 최소 명도 Graphics that are part of a logo or brand
대비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name have no minimum contrast
requirement.

필수적인

Essential

그래픽의 특별한 표현이 정보 전달에 필수적 A particular presentation of the graphical is
인 경우

essential to the information being
conveyed.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 검사항목의 목적은 1.4.3 Contrast (Minimum)의 텍스트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래픽 요소에 명도대비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래픽이 웹페이지의 내용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저시력 또
는 기타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얇은 두께를 갖는 그래픽은 인식하기가 어려우므로, 4.5 : 1의 높은 명도
대비가 필요하다. 3px 이상 두꺼운 또는 단색 모양인 그래픽은 3 : 1의 낮은 요
구사항을 갖는다.
웹페이지의 내용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그래픽이란 사용자가 내용
을 이해하기 위해 그래픽 객체나 그래픽 객체의 일부를 인식해야 하는 경우이
다. 다음의 경우는 필수적인 그래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차트에 레이블 및 값과 같은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가 포함되거나
오버레이된 그래픽

§

사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보거나 이해하
지 않아도 되는 미적 목적을 위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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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페이지의 다른 위치에 존재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링크된 경우

§

로고 또는 브랜드 이름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래픽

[그림 4-1] 그래픽에 제공되는 정보가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예

[그림 4-1]의 그래프에 사용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명도대비는 1.03 : 1
로 충분한 명도대비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래프가 제공하는 정보가 큰 텍
스트로 별도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페이지의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은 명도대비가 충분한 여러 크기의 아이콘의 예이다.

[그림 4-2] 명도대비가 충분한 다양한 아이콘 예시

두꺼운 선(3px 이상)은 3 : 1 명도대비(배경 #FFFFFF에 선 색 #949494)이고, 얇은
선(2px 이하)은 더 큰 명도대비(4.5 : 1)를 필요로 한다(배경 #FFFFF에 선 색
#777777).

만약 2px의 얇은 선에 #949494 색이 쓰인 경우 명도대비 4.5 : 1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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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그라데이션이 포함된 아이콘

[그림 4-3]은 전화기라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이콘 중간의 전화기 아이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전화기 아이콘과 배경색 모두 그라데이션 처
리가 되었는데, 이 경우 명도대비가 가장 낮은 곳(이미지에서는 전화기 아이콘 최상
단)을

측정한다. [그림 4-3]의 전화기 아이콘의 경우 배경색과의 대비가 1.9 : 1

로, 본 검사항목을 준수하지 못한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5.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항목의 텍스트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
로 중요한 그래픽 요소에 명도대비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저시력 사용자가 그래픽으로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그래픽 객체를 디자인할 때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명도대비를 고려해야 하므
로, 그래픽 디자인 시 제약이 발생한다.

마. 평가방법
웹페이지의 내용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그래픽을 평가대상으로 한
다.
첫째, 그래픽이 단색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픽 구분선이 3px 이상인지를 확인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의 명도대비에 3 : 1을 기준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 4.5 : 1의 기준으로 한다.
둘째, 그래픽의 전경색(단색 혹은 구분선)과 그래픽에 인접한 배경색의 최소 명도
대비가 기준(3 : 1 또는 4.5 : 1)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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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도대비(User

Interface Component Contrast)

1.4.1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명도대

1.4.12 User Interface Component Contrast

비(최소)(수준 AA)

(Minimum)(Level AA)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필수 시각 식 Essential visual identifiers of user interface
별자는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주변 색 대비 components have a contrast ratio of at
적어도 4.5 : 1의 명도대비를 유지해야 한 least 4.5:1 against the immediate
다.

surrounding color(s), except for the
following situations:

더 두꺼운

Thicker

필수 시각 식별자의 최소 너비와 높이가 3 A contrast ratio of at least 3:1 is required
CSS 픽셀인 경우 최소 3 : 1의 명도대비를 where the minimum width and height are
갖는다.

at least 3 CSS pixels, for the essential
visual identifier.

비활성

Inactive

사용 불가능하거나 비활성화된 사용자 인터 Disabled or otherwise inactive user
페이스 구성요소

interface components

유저 에이전트 컨트롤

User agent control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와 인접 색상이 The color(s) of the user interface
유저 에이전트에 의해 결정되고 저자가 수정 component and any adjacent color(s) are
할 수 없다.

determined by the user agent and are not
modified by the author.

※ 설명: 비활성 상태이거나 또는 유저 에이전트에 의해 수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3픽셀 미만의 두께를 가진 사
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들(버튼과 폼 컨트롤 요소들)에 4.5 : 1의 명도대비를 요구한다. 3px 이상이라면 3 : 1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문자와 배경색 명도대비 그리고 그래픽 명도대비와 유사한 지침이다.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 항목의 목적은 1.4.3 Contrast (Minimum)의 텍스트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
한 방식으로 적용한 1.4.11 Graphic Contrast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자 인터페
이스 구성요소(예: Form field border, Focus, Selection indicator 등)에 대한 충분한 명
도대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KWCAG 2.1의 5.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항목의 텍스트에 적용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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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식으로 WCAG2.1의 1.4.11(그래픽 명도대비) 항목에서 언급된 중요한 그래픽
요소에 명도대비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그래픽의 기본요소들[UI(User Interface), VI(Visual Interaction, Primitive
등)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요소의 명도대비 요구사항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검사항목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속성을 감안하여 비활성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
소와 사용자 에이전트 컨트롤에 대한 명도대비는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는 예외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언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 항목은 Border나 전경색과 배경색의 구분이 없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KWCAG 2.1의 5.3.5.(콘텐츠 간의 구분) 항목에서 언급된 이웃한 콘텐
츠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배하게 된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저시력자이거나 전체 색상을 볼 수 없거나 명도대비를 높일 수 있는 보조기기
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들을 인지하여 판별할 수 있
는 명도대비를 제공하여 중요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최신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트렌드가 평
평한 사용자 인터페이스(Flat UI, Material UI)를 통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웹 콘텐츠 내에서도 텍스트 버튼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성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 필수 시각 식별은 1.4.3의 Contrast
(Minimum)와 동일한 지표를 적용받게 된다.
참고로, iOS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경우,
최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평평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조로 가고
있어 Border나 구분색 없이 텍스트 형태로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주변 시각 식별 기준은 텍스트
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웹 콘텐츠를 구현할 때 제공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툴킷
(toolkits)을

사용하여 앱을 구성하게 된다. 즉,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 툴킷을 사용하든,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툴킷을 사용
하든, 제공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툴킷을 사용하여 웹 콘텐츠를 작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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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자가 변경 및 수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들은 그래픽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
표의 말미에 언급된 것처럼, 1.4.11 그래픽 명도대비 항목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Border가 없고 텍스트만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경우의 명도대비는 텍스트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KWCAG 5.3.5.(콘텐츠 간의 구분) 항목에 의해 오류로 검출된다.
이 검사항목은 앞서 언급된 5.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1.4.11.(그래픽 명도대
비)들과

함께 저시력자이거나 전체 색상을 볼 수 없거나 명도대비를 높일 수 있

는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 명도대비를 제공함으로써 화면 인지
를 수월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일한 목적과 비슷한 검사항
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인 KWCAG 6.4.2.(제목 제공)와의 일관성을 유
지하려면 하나의 제목(가제: 명도대비 제공)으로 합치고 세부항목으로 텍스트, 그래
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확대가 가능하다면 3 : 1로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확대가 불가능하면 이미 다른 지침의 오류에 의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3 : 1 기준으로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평가방법
웹페이지의 내용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
소들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첫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가 주변 시각 식별을 위한 구분선 또는 구
분선은 없으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내의 텍스트가 3px 이상인지를 확
인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의 명도대비에 3 : 1을 기준으로, 해당하지 않
는 경우 4.5 : 1의 기준으로 한다.
둘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필수 시각 식별자는 주변색 대비 적어도
최소 명도대비가 기준(3 : 1 또는 4.5 : 1)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준수 사례]
Submit Button:
1) 3 CSS pixel의 border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 1
2) 1 CSS pixel의 border를 가지고 있는 경우, 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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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rder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구분되는 영역(파란색)이 충분히 3 CSS 두께를 가진 경우, 3 : 1
- 배경이 전혀 없는 경우, 4.5 : 1

Text Input:
1) 3 CSS pixel의 border stroke를 전체 가지고 있는 경우 3:1
2) 3 CSS pixel의 border stroke를 바닥에만 가지는 경우 3:1
3) 1 CSS pixel의 border stroke를 전체 가지고 있는 경우 4.5:1
4) 1 CSS pixel의 border stroke를 바닥에만 가지고 있는 경우 4.5:1
5) border stroke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text input의 주변 영역(파란색)이 충분히 3 : 1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3 : 1
- 3 : 1 명도대비 배경이 전혀 없는 경우,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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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 사례]
Submit Button:
1. 3

CSS

pixel의

border를

가지고

있으나

border의

색을

Light

Grey(#D2D2D2)를 사용하는 경우, 흰 바탕에서 1.5 : 1의 명도대비를 제
공하게 되기 때문에 준수해야 하는 3 : 1 명도대비보다 낮게 되어 미준수
로 간주한다.

2. 1

CSS

pixel의

border를

가지고

있으나

border의

색을

Light

Blue(#6699cc)를 사용하는 경우, 흰 바탕에서 3 : 1의 명도대비를 제공하
게 되기 때문에 준수해야 하는 4.5 : 1 명도대비보다 낮게 되어 미준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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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해(Interruptions)
2.2.6 방해(수준 AA)

2.2.6 Interruptions(Level AA)

사용자가 시작하거나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There is an easily available mechanism to
를 제외하고, 콘텐츠의 변경과 방해를 중단하 postpone and suppress interruptions and
거나 연기할 수 있는 손쉬운 메커니즘을 제 changes in content unless they are
공해야 한다.

initiated by the user or involve an
emergency.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 검사항목은 주의집중과 기억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방해가 발생하더라
도 진행 중이던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한다.
의도하지 않은 방해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면, 진행 중이던 작업을 잊어버리거
나 완료할 수 없게 된다. 방해는 채팅/웹 메신저와 같은 것에 의해 메시지 도착
에 대한 알림 동작이라든지, 또는 Facebook에서 동영상(media)이 원치 않게 재
생되는 동작도 방해로 볼 수 있다.
치매 및 ADHD를 비롯한 인지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주의력
을 분산시키는 방해는 진행 중이던 작업에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움직이는 글자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포함되어 있
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하는 페이지에서 초점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이트에서 사용 중이던 콘텐츠의 중단이나 변경과 같은 방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용자가 쉽게 해당 방해를 중단하거나 방해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발생된 방해는 쉽게 제어하고 끌 수 있어야 한다.
2. 2차 콘텐츠(특별 제공품 또는 보완 자료)는 쉽게 식별, 제어 및 해제할 수 있
어야 한다.
3. 사이트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Media 이벤트는 쉽게 제어 또는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5. 채팅은 쉽게 끄고 다시 켤 수 있어야 한다.
6.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는 쉽게 끄고 다시 켤 수 있어야 한다.
7. 표준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한다.
8. 더 많은 팝업과 유사한 주의를 끄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항상 쉽게 닫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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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이 검사항목은 WCAG2.1 WD 내의 2.2.4 Interruptions (Level AAA) 보다 낮
은 버전이다. 2.2.4 Interruptions에서는 긴급 상황만을 예외로 두고, 모든 방해
는 사용자에 의해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반면, 2.2.6
Interruptions (minimum)에서는 방해에 대해 사용자에 의해 의도한 것도 긴급
상황과 함께 예외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또는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모드(mode)나 환경설정” 메커니즘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면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가 의도한 방해를 이용 및 제어할 수 있게 하
였다.
-

“쉽게 이용할 수 있는(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드(mode)나 환경설정:

§

가능한 한 번에 설정(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정을 변경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

필요한 곳에 화면으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곳에 모든 문서에 맞게 경로와
컨트롤들이 위치한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사용자가 의도하였거나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현
재 작업 중인 화면에서 콘텐츠의 변경과 방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단하거
나 연기할 수 있는 손쉬운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
해 현재 화면의 초점이나 문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하던 작업
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이 검사항목은 KWCAG 2.1 지침의 7.2.(예측 가능성) 항목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7.2 검사항목의 바탕이 된 WCAG 2.0의 3.2.1(WCAG 2.0의 3.2.1 On Focus,
3.2.2 On Input)

검사항목들은 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만들어진 지침으로 사용자가

예상할 수 있는 동작이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포커스를 받았다고 콘
텐츠의 변경을 실행시키지 말고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실행을
활성화(예: 클릭)하였을 때 비로소 실행되어야 함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이 검사항목은 운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고안된 지침으로서, 사용자가 원
치 않는 콘텐츠의 변경과 방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운용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한 긴급 상황에 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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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좀 더 상세하게 사용자가 이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
한다는 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에서 어느 정도가 손쉬운 수준인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마. 평가방법
방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단계

방해 발생
사용자가 의도한 방 방해를

2단계

중단하거나

해이거나, 긴급상황 연기할 수 있는 손 연기할 수 있는 손

방해 미발생

에 의한 방해인 경 쉬운 메커니즘이 존 쉬운 메커니즘이 존
우

준수여부

중단하거나 방해를

재하는 경우
준수

7. 접근 가능한 인증(Accessible
2.2.7 접근 가능한 인증(수준 A)

재하지 않는 경우

준수

미준수

준수

Authentication)
2.2.7 Accessible Authentication(Level A)

인증 절차의 필수 단계로써 정보를 기억하거 Essential steps of an authentication
나 필사에 의존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참 process, which rely upon recalling or
이어야 한다.

transcribing information, have one of the
following:

- 정보를 기억하거나 필사에 의존하지 않는 - alternative essential steps, which do not
대체 필수 단계 제공

rely upon recalling and transcribing
information; or

- 정보를 기억하거나 필사에 의존하지 않는 - an authentication-credentials reset
인증 자격 재설정 과정

process, which does not rely upon
recalling and transcribing information

예외:

Exceptions:

- 인증 프로세스에 이름, 주소, 메일 및 신원 - Authentication process involves basic
또는 사회보장 번호와 같이 사용자가 쉽게 identifying information to which the user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식별 정보가 포함되 has easy access, such as name, address,
어 있음

email address and identification or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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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number.
- 법적 요구사항 때문에 달성할 수 없는 경 - This is not achievable due to legal
우

requirements.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인지장애 또는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 정보를 기억하거나 따라 적는 것에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주요 인증 절차가 정보를 기억하거나 따라 적는 방식이라면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거나 인증 수단을 초기화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모든 사용자가 주요 인증 방법을 통해 인증할 수 없다면,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대체 인증 수단은 다음 중 하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

올바른 철자 또는 문자열을 암기

§

문자열에서 숫자와 문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입력

§

말하기

§

안정적인 몸짓

§

화면에 표시한 문자를 인식한 다음 필드에 입력

단, 인증 방법에 사용된 능력이 인증 후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라면 예외이다.
다음은 정보를 기억하거나 따라 적을 필요가 없는 기본 인증 사례이다.
§

자동 로그인

§

타사 인증 서비스 로그인(구글, 페이스북 등)

§

생체 인식

대체 인증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

이메일 또는 전화로 발송한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

§

개인적인 문서 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그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 제공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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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 시 기대효과
이 검사항목을 만족하면 인지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인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사용자의 인지 또는 학습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편익은 보안수준
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전가된다. 웹 개발자는 새로운 방식의 보안기술을 적용하
고 검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 있는 PC에서 자동 로그인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
로그인 기능은 접근성 요구사항을 만족하지만 보안에는 취약하다. 웹 개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factor 인증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편적(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사용하는 2 factor 인증방식은
‘ID/PW + 휴대폰 코드 필사’로써 ID/PW를 자동으로 채워 주더라도 휴대폰 코드
를 ‘필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지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접근성 요
구사항을 만족하려면 현존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2 factor 인증방식을 접근성 요구사항에 맞게 변경하려면 ‘자동 로그인 + 휴대
폰 또는 이메일로 전송한 링크 클릭’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기존 방식만큼 보안을 유지할 수 있
는지 검증된 바 없다.
결론적으로, 웹사이트개발자는 사용자의 인지 또는 학습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2 factor 인증방식을 개발하고 검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추가적으로, 이 지침은 첫째, ‘이메일, 전화, 타사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유도하는데, 모든 사용자가 ‘이메일, 전화, 타사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둘째, 정보를 기억하거나 필사에 의
존하지 않는 인증 방법으로 신체의 다양한 능력(지문, 홍체, 음성, 촬영 등)을 요구
하는 인증 절차는 여전히 접근성 문제가 남아있고, 현재 지침만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마. 평가방법
웹사이트가 다음과 같은 기본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자동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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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사 인증 서비스 로그인(구글, 페이스북 등)
생체 인식

기본 인증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
다.
§

이메일 또는 전화로 발송한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

§

개인적인 문서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그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
명 제공

기본 인증 방식을 사용하거나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 지침을
준수한 것이다.
기본 또는 대체 인증 수단 이외에 다른 인증 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용자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지침을 만족한다.
§

올바른 철자 또는 문자열 암기

§

문자열에서 숫자와 문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입력

§

말하기

§

안정적인 몸짓

§

화면에 표시한 문자를 인식한 다음 필드에 입력

8. 다양한 접근 방법(Multiple
2.4.5 다양한 방법(수준 AA)

Ways of Access)
2.4.5 Multiple Ways(Level AA)

웹페이지가 어떤 과정의 결과이거나 단계인 More than one way is available to locate
경우를 제외하고 웹페이지 세트 안에서 하나 a Web page within a set of Web pages
의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except where the Web Page is the result
제공해야 한다.

of, or a step in, a process.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 검사항목의 목적은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찾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특정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더 쉽게 사용
하거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항목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관련 웹페이지 링크 제공

§

목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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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맵 제공

§

검색기능 제공

§

모든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목록 제공

§

홈페이지에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로 연결

§

PDF 문서에 북마크 제공

다음 사례는 이 지침에서 예외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서 송금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체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체 확인’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없다.

§

검색 결과 페이지는 검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 결과’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없다.

다음 사례는 이 지침에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림 8-1] 관련 웹페이지 링크 제공 사례. 관련 웹페이지에 대한 추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8-2] 목차 제공 사례. 현재 문서의 개요를 제공하고 특정 섹션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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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사이트맵 제공 사례. 전체 사이트의 개요를 제공하여 사이트의 구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8-4] 검색기능 제공 사례. 웹사이트의 구조를 이해하거나 탐색할 필요 없이 특정 단어나 구를 검색하
여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그림 8-5] 모든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목록 제공 사례. 링크 목록이 콘텐츠보다 많은 경우 오히려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작은 웹사이트 또는 작은 세트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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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홈페이지에서 사이트 모든 페이지로 연결 사례. 홈페이지가 사실상 사이트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8-7] PDF 문서에 북마크 제공 사례. 긴 PDF 문서에서 개요 북마크를 통해 탐색하는 방법을 제공하
고 있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원하는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기나 화면확
대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네비게이션을 탐색하는 대신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원하
는 페이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인지장애인은 사이트 계층구조에 따라 순차
적으로 탐색하는 것보다는 목차, 사이트맵, 검색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
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이미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 검사항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으며, 오히려 이 검사항목을 준수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
운 상황이다. 이 검사항목을 적용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 등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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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방법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가지 이
상의 방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지침을 만족하지 않는다.
§

관련 웹페이지 링크 제공

§

목차 제공

§

사이트맵 제공

§

검색기능 제공

§

모든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목록 제공

§

홈페이지에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로 연결

PDF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아래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

PDF 문서에 북마크 제공

9. 문자 단축키(Character

Key Shortcuts)

2.4.11 문자 단축키(수준 A)

2.4.11 Character Key Shortcuts(Level A)

콘텐츠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자키로 구 If a keyboard shortcut consisting entirely of
현된 키보드 단축키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 one or more character keys is
을 해제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아닌 implemented by the content, then a
키를 사용하는 단축키로 다시 매핑할 수 있 mechanism is available to turn it off or to
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remap it to a shortcut that uses at least
one non-character key.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y’키, ‘ss’키와 같이 문자키로만 구성된 키보드 단축키를 제공하는 경우, 의도
하지 않게 실행되어 이용에 불편한 사용자가 있으므로, 해당 단축키 기능을 끄
거나 문자키 이외의 다른 키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 이용 시 ‘y’키가 “전송” 기능의 단축키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다면, ‘, ’키와 같은 함수키, ‘<, >, /’키와 같은 특수문자키, ‘1, 2, 3’키와
같은 숫자키 등 문자키를 제외한 다른 단일키나 ‘alt, shift, ctrl’키를 포함한 조
합키로 “전송” 기능을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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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제어 불가능한 문자 단축키 제공 예

[그림 9-2] 문자키 구성 단축키 제공 예

[그림 9-3] 단축키 사용을 끄는 방법 제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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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단축키 사용을 끄거나 재설정하는 방법을 제공한 예

[그림 9-5] 문자단축키 사용을 끄는 방법만 제공한 예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다. 적용 시 기대효과
문자 단축키 기능을 끄거나 사용자가 재설정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콘텐츠가
실행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침 적용 시 도움이 되는 사용자
는 다음과 같다.
§

말한 단어와 주위 소리가 의도하지 않게 키 누르기 동작으로 변환될 수 있
는 음성명령 사용자

§

실수로 키보드 단축키를 실행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동성 문제가 있는 키보
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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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 시 이슈/대안
웹 콘텐츠 제공 시 문자키로만 구성된 단축키를 제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므
로, 적용 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평가방법
콘텐츠 이용 시 문자키로만 구성된 단축키를 기능 제공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기능을 끄거나 비문자키를 포함한 단축키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점검한다.

10. 방향(Orientation)
2.6.1 방향(수준 AA)

2.6.1 Orientation(Level AA)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방향이 필수적인 경 Content is not locked to a specific display
우를 제외하고 콘텐츠는 특정 방향으로 잠기 orientation, and functionality of the content
지 않아야 하고, 콘텐츠의 모든 기능은 모든 is operable in all display orientations,
방향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except where display orientation is
essential for use of the content.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 검사항목은 콘텐츠가 가로나 세로 특정 방향으로 강제되지 않고 어떤 방향
에서도 조작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콘텐츠의 특성상 특정 방향이 필수
적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적용 시 기대효과
모바일

기기를

impairments)를

특정

방향으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운동장애(dexterity

겪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

게 된다.
※ 국내 15개 장애 종류(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 상지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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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 시 이슈/대안
특정 방향이 필수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외인 경우에 대한 적
절한 사유 및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 평가방법
디바이스(device)를 가로나 세로로 각각 돌려 방향 전환 및 모든 기능이 양방향
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11. 부분 언어(Language

of Parts)

3.1.2 부분 언어(수준 AA)

3.1.2 Language of Parts(Level AA)

고유한 이름, 기술 용어, 알 수 없는 언어, The human language of each passage or
방언이 섞인 단어 또는 구를 제외하고, 휴먼 phrase in the content can be
랭귀지(human language)는 콘텐츠의 모든 구 programmatically determined except for
또는 절에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proper names, technical terms, words of
한다.

indeterminate language, and words or
phrases that have become part of the
vernacular of the immediately surrounding
text.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 검사항목은 여러 언어로 작성된 콘텐츠의 내용을 유저 에이전트(user agent)
가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유저 에이전트
와 보조기술은 해당 언어의 표현 및 발음 규칙에 따라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픽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화면낭독기, 점자 디스플레이 및 기타 음성 브라우
저에도 적용된다.
텍스트의 각 구절의 언어가 식별되면 유저 에이전트와 보조기술 모두 텍스트
를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화면낭독기는 언어의 발음 규칙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래픽 브라우저는 문자와 스크립트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언어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를 전환할 때
또는 텍스트가 다른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로 렌더링될 때 특히 중요하다. 웹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알고 있는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각 구절이
적절하게 렌더링(rendering)될 때 콘텐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문구나 구절에 다른 언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웹페이지의 기본 언어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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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따라서 단일 언어로 구성된 문서는 모든 콘텐츠의 언어가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1-1] 한국어로 된 일본어사전 웹페이지. 일본어인 “⼤阪”라는 단어에는 일본어로 부분 언어가 지정되
어야 한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KWCAG 2.1의 7.1.1. 기본 언어 표시와 관계가 있다. 7.1.1 항목은 기본 언어
의 표시 유무를, 이 검사항목은 페이지 내에 기본 언어와 다른 언어의 지정을
검사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여러 언어를 지원하는 화면낭독기는 적절한 발음과 악센트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화면낭독기는 변경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하는 기본 언어로
된 단어를 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 단어 “大阪(오사카)”는
한국어를 기본 언어로 다루는 화면낭독기에서는 “대판”으로 발음된다. 부분 언
어 지정은 화면낭독기의 사용자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발음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점자단말기는 부분 언어를 지정한 문구나 구절을 해당 언어에 적합한 방법으
로 점자 출력을 하거나 점역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 언어를 지정하면 향후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
자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포함된 페이지를 볼 때, 유저 에이전트는 해당 문구
나 구절을 자동으로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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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 시 이슈/대안
한국어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더라도 한국어 문장 내에 영어를 섞어 쓰는 경우
가 잦다. 이러한 영어 문구나 구절에 일일이 부분 언어를 지정하는 것은 개발자
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지원하는 화면낭독기 등의 보조기술은 대부분 이렇게 섞어
쓰인 영어를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
문에, 한국어에 일부 포함된 영어 문구나 구절은 부분 언어를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부분 언어를 지정할 대상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로 제한
될 수 있어 개발자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하다.

마. 평가방법
페이지 내에 기본 언어 이외의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부분 언어가 모두
지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부분 언어가 모두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지침이 준수
되지 않은 것이다.

12. 일관된 탐색(Consistent

Navigation)

3.2.3 일관된 탐색(수준 AA)

3.2.3 Consistent Navigation(Level AA)

사용자를 통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웹 Navigational mechanisms that are repeated
페이지 세트 내의 여러 웹페이지들에서 반복 on multiple Web pages within a set of
적으로 제공하는 탐색 메커니즘들은 매번 방 Web pages occur in the same relative
문될 때마다 일관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order each time they are repeated, unless
a change is initiated by the user.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예측 가능성, 학습 가능성, 기억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사용자를 통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나의 웹사이트 내의 여러 웹페이지들에서 반복적으로 제공
하는 탐색 메커니즘들은 매번 나타날 때마다 일관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이 검사항목을 준수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일관적인 위치에 있는 컨트롤: 예를 들어, 모든 웹페이지의 마지막 또는 최
초 위치에 일관되게 검색기능 제공

§

확장된 검색 메뉴: 예를 들어, 웹페이지의 탐색 메뉴가 5개의 메인 섹션으
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메인 메뉴는 일관
적이게 유지한 상태에서 선택된 메뉴 내부(하단)에서 하부 메뉴 항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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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게 함

[사례 1]
§

모든 웹페이지에서 동일한 위치에 검색기능 및 언어변경 컨트롤 배치

출처: http://design.samsung.com/kr/index.html

[그림 12-1] 최초 화면 (상단 우측 검색기능 및 언어변경 기능 컨트롤)

출처: http://design.samsung.com/kr/index.html

[그림 12-2] 페이지 이동 후 동일 위치의 검색기능 및 언어변경 기능 컨트롤

[사례 2]
§

확장된 검색 메뉴에서 일관적인 메인 메뉴와 메인 메뉴의 하부에 하부 메
뉴항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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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msung.com/uk/

[그림 12-3] 최초 화면 (5개의 메인 메뉴 제공)

출처: http://www.samsung.com/uk/

[그림 12-4] 메인 메뉴 제공시 메인 메뉴를 유지한 채 하부 메뉴 제공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일관된 상대적 순서로 탐색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전맹 시각장애인들과 인
지장애가 있는 사람들, 저시력자, 고령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동일 탐색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웹사이트 탐색 시 예측이 용이하게 된
다. 즉, 매번 새롭게 순서를 학습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으며, 경험에
의해 모든 단계들을 거쳐 탐색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일반적으로 이미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탐색 메커니즘의 구현방법

- 55 -

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 다양성이 평가 시 많은 종류의 탐색 메커니즘에
대한 학습시간이 필요하게 만들고 평가를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게 한
다.
또한, 잘못된 탐색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자신들이 일관된 탐
색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확실한 오류 사례들을 제공해야 한다.

마. 평가방법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탐색 메커니즘의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 미준수로 판단한
다. 예를 들어, 메인 메뉴 항목이 아래와 같이 3개라고 할 때,
§

Home

§

Cat Pictures

§

Contact

처음 Cat Pictures를 방문한 이후에 자신의 고양이 사진을 올려줄 것을 부탁하
기 위해 메인 메뉴를 확인한 결과,
§

Contact

§

Home

§

Cat Pictures

의 순서가 바뀌었고, Contact을 방문하여 자신의 고양이 사진을 올린 후 웹페이
지를 확인한 결과,
§

Cat Pictures

§

Contact

§

Home

순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침을 미준수한 경우이다.
또한, 메뉴의 순서는 동일하지만 메뉴의 위치가 페이지마다 다른 경우도 미준
수로 판단한다.

13. 일관된 식별(Consistent

Identification)

3.2.4 일관된 식별(수준 AA)

3.2.4 Consistent Identification(Level AA)

웹페이지 세트 내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구 Components that have the same
성요소들은 일관성 있게 식별되어야 한다.

functionality within a set of Web pages are
identified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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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버튼, 링크, 입력서식 등 웹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의 구성요소
는 일관성 있게 구현해야 한다. 웹페이지 세트 내에서 동일한 기능이 다르게 구
성되거나 동일한 기능 요소에 대체 텍스트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기능을 쉽
게 인지하지 못하여 문맥 파악 및 기능 이용이 어렵게 된다.
웹페이지 세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능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구현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재학습을 최소화하여 친숙하고 안정감 있게 기능
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3-1] 동일 기능을 일관성 없게 제공한 예

[그림 13-2] 동일 기능을 일관성 없게 제공한 예

[그림 13-3] 동일 기능을 일관성 없게 제공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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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동일 기능을 일관성 있게 제공한 예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웹사이트 내 구성요소를 주로 청각정보에 의존하여 전후 맥락과 구조를 파악
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고령자, 지적장애인의 경우 반복되는 동일 기능에 대해
일관된 구성을 제공하면 일부분만 인식해도 구성정보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쉽고 실수도 예방할 수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웹페이지 세트(set) 내 서로 다른 맥락의 유사 구성요소가 두 개(예: 통합 검색,
게시물 검색)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둘은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관성을 요

구하는 상황은 웹페이지 세트 내에서 동일한 맥락과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요소
에 한한다. 평가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마. 평가방법
동일한 맥락과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요소가 웹페이지 세트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후 서로 다르게 구현된 부분이 있는 경우 위반으로 처리한다.

14. 요청에 의한 변화(Change
3.2.5 요청에 의한 변화(수준 AAA)

on Request)
3.2.5 Change on Request(Level AAA)

문맥의 변경은 오직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Changes of context are initiated only by
만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끌 user request or a mechanism is available
수 있어야 한다.

to turn off such changes.

- 58 -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새 창을 자동으로 실행하거나, 컨트롤 선택만으로 양식이 전송되거나, 자동으
로 내용을 갱신하는 상황은 운동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사용자에게 혼란을 초
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실행한 링크 이동이라도 새 창으로 열린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없다면 요청하지 않은 문맥의 변화로 간주한다. 클라이언트측 페이지 이
동(redirection)은 뒤로가기 기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은 문맥의 변경
으로 간주한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이 검사항목은 KWCAG 2.1 지침의 “7.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
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검
사항목과 관련이 있다.
이 검사항목은 WCAG 2.1 지침의 “2.2 충분한 시간: 사용자가 콘텐츠를 읽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검사항목과 관련이 있다. 충분
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은 문맥의 변경이기 때문이다.
이 검사항목은 WCAG 2.1 지침의 “3.2.1 포커스: 어떤 요소라도 포커스를 받았을 때
문맥의 변화가 발생하면 안 된다.(수준 A)”는 검사항목과 관련이 있다.

이 검사항목은 WCAG 2.1 지침의 “3.2.2 인풋: 사용자가 요소를 실행하기 전
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설정은 알리지 않은 어떤 문맥의 변화도 자동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수준 A)”는 검사항목과 관련이 있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이 검사항목을 준수하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사용자가 그들의 기대에 따라 웹 문서를 제어할 수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자동 새 창을 띄우는 것은 기대하지 않은 동작이므로 오류이다. 자동 새 창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자동 새 창(팝업 포함) 대신 본문에 표현할 수 있으
므로 이슈가 없다.
새 창 링크에는 target 속성과 함께 새 창임을 문자로 알려야 하는데, 표현공
간이 협소한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title 속성을 사용한다면 공간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 요청 없이 발생하는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것을 중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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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된다.
KWCAG 2.0 국가 표준에는 이미 3.2.2 검사항목과 3.2.5 검사항목이 병합된
상태의 지침으로 수록되어 있다.

마. 평가방법
이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려면,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구현해야 한
다.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새 창(팝업 포함)은 사용자 요청에 의해 실행해야 한다. 자동 새 창을 띄
우는 경우,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새 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지할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target 속성을 반드시 선언해야 한다. 동시에 링크 텍스트 또는 title 속성
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았
다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컨트롤을 선택하거나, 내용을 입력하거나, 초점을 옮기는 것만으로 양식을
전송(summit)하거나 현재 페이지를 갱신(redirect or refresh)하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컨트롤 선택, 내용 입력, 초점 이동으로 현재 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
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 요구에 의한 문맥의 변화(기대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를 돕는 행위)라고

본다. 예를 들어, 국내 지역정보를 선택할

때 “성남시” 항목을 선택한 결과로써 그 다음 항목인 “강남구, 송파구” 등
의 목록을 “분당구, 수정구” 등 관련 항목으로 갱신했다면 사용자 요구에
의한 문맥의 변화라고 본다.
§

실시간으로 내용을 갱신하려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 요청
이 없는 모든 실시간 내용 갱신은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실시
간 내용 갱신을 사용자가 중단할 수 있다면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
다.

§

페이지 전환(redirection)은 서버측에서 처리한다. 클라이언트측 페이지 전환
설정때문에 사용자가 뒤로가기 사용 시 빈 페이지로 연결되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meta> 태그의 페이지 전환 http-equiv=“refresh” 값
으로 content=“0”이 아니거나, JavaScript의 페이지 전환 속성 location.href를
사용하는 경우, 뒤로가기 실행 시 빈 페이지로 연결하므로 요구사항을 준
수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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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측 페이지 전환(redirection) 기술이지만 뒤로가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meta> 태그의 페이지 전환 http-equiv=“refresh”
값으로

content=“0”을

설정하거나

JavaScript의

페이지

전환

메서드

location.replace()를 사용하는 경우, 뒤로가기 실행 시 빈 페이지로 연결하
지 않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5. 우발적 실행(Accidental

Activation)

3.2.6 우발적 실행(수준 A)

3.2.6 Accidental Activation(Level A)

단일 포인터 실행은 적어도 다음 중 하나가 For single pointer activation, at least one of
참이어야 한다.
§

§
§

the following is true:

플랫폼의 일반적인 실행/클릭 이벤트는 §

Activation is on the up-event, either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업 이벤트에 실

explicitly or implicitly as a platform's

행한다.

generic activation/click event;

사용자가 업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는 메 §

A mechanism is available that allows

카니즘이 있다.

the user to choose the up-event as

실행을 취소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제공

an option;

한다.

§

Confirmation is provided, which can

§

실행을 되돌릴 수 있다.

dismiss activation;

§

다운 이벤트를 통한 실행은 필수적이고 §

Activation is reversible;

업 이벤트를 기다리면 실행을 취소한다.

Down-event activation event is

§

essential and waiting for the up-event
would invalidate the activity.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실수로 최초의 터치 또는 마우스의 다운
(down-event )

클릭을 원하지 않는 곳에 할 수 있다. 업 이벤트(up-event) 활성화

는 터치가 해제 시 또는 마우스의 업(up-event) 클릭 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터치스크린의 경우 탭이 끝날 때, 즉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에서 떼어지는 타이밍에 이벤트(event)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화면에 손가락을 댈 때와 뗄 때는 구분된다. 마우스의 경우, 마우스
다운(mouse-down) 클릭(손가락 누르기)과 마우스 업(mouse-up) 클릭(손가락 놓기) 간
에 차이가 있다. 개발자는 업 이벤트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가 실수로 작업을 실
행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손가락이나 마우스 등으로
특정 요소를 잘못 터치 또는 마우스다운 클릭하였을 때 해당 요소에서 벗어나도
록 이동한 후 터치 해제 또는 마우스 업 클릭하여 의도하지 않은 실행을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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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서식 전송 버튼에 onmousedown, ontouchstart 등의 DOM 이벤트를 통해 전
송을 실행하도록 구현한 경우, 이 검사항목의 오류에 해당한다. onmousedown
의 경우에는 마우스다운 클릭, ontouchstart의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을
대는 동작만으로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onmouseclick,
ontouchend 등 업 이벤트에 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운 이벤트를 통한 실행은 필수적이고 업 이벤트를 기다리면 실행을 취소하
는 예시에는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고 건반에서 손을 떼면 소리가 멈추는 피
아노 프로그램이 있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KWCAG 2.1의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과 관련이 있다. 단, 명시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를 검사하는 7.2.1 검사항목과 달리, 이 검사항목은 다운 이
벤트에 의한 실행만을 점검하므로 중복되지는 않는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이 검사항목을 적용 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모든 사용자가 실수로 잘못된 목표를 선택했을 때 쉽게 되돌릴 수 있다.

§

시각장애, 인지장애 및 지체장애인이 실수로 잘못된 동작을 하는 빈도를
줄인다.

§

사용자가 사이트를 탐색하는 동안 문맥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혼란에 빠
질 가능성을 줄인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평가 시 다운 이벤트로 활성화되는 기능을 찾으려면 모든 링크나 컨트롤을 일
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롭다.

마. 평가방법
다운 이벤트로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해당 기능이 없다면, 이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능이 있다면, 모든 기능에 대해 아
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이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

환경 설정 등을 통해 다운 이벤트 대신 업 이벤트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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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공된다.
§

확인기능이 제공되어 활성화를 취소할 수 있다.

§

활성화한 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다운 이벤트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업 이벤트를 통해 활성화가 무효화된다.

16. 내용 변경(Change

of Content)

3.2.7 내용 변경(수준 AA)

3.2.7 Change of Content(Level AA)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참인 경우가 Programmatic notification is provided for
아니라면 사용자 행위 발생, 또는 정보가 전 each change of content that indicates a
달되었다는 것을 각 콘텐츠를 변경할 때마다 user action was taken or that conveys
기계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information, unles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s true:

- 새 콘텐츠와 그것을 유발하는 컨트롤이 기
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There is a programmatically determined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content and
the control that triggers it;

- 사용자는 컨트롤 사용 전 후 콘텐츠 변경
알림을 받는다.

- The user has been advised of the
change of content before or as a result of
using the control;

- 콘텐츠 변경이 사용자 행위의 결과가 아니

- The change of content is not a result

며 현재 페이지의 주요 목적과 관계가 없 of a user action AND not related to the
다.

primary purpose of the page.

* 설명: 보조기술 사용자가 내용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이다. 내용 변경이란 모든 내용이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
후 추가로 변경된 내용을 의미한다. AJAX를 통해 내용을 갱신한 경우 이 사례에 해당한다. 이 지침을 준수하면 보조기술 사용자는
변경 내용을 인지한 상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개발자는 aria-live 명세를 이용하여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다. 이미 초기에
로드되어 있는 탭 콘텐츠의 토글 또는 툴팁 레이어를 열거나 닫는 동작은 ‘내용 변경’이 아닌 ‘상태 변경’으로써 이 지침에서 다루
지 않고 4.1.2 지침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탭을 토글하는 순간 탭 콘텐츠를 AJAX로 갱신한다면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 검사항목은 보조기술 사용자가 내용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
적이 있다.
페이지가 로드된 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가 화면낭독기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지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변경이 일어난 영역을 이미 읽고 지나친 경우 변경사항
을 모르고 페이지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새 콘텐츠와 그것을 유발하는 컨트롤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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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컨트롤(예: 폼 전송 버튼)이 실행된
경우 생성되는 콘텐츠(예: 결과 화면)가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6-1] 서식 유효성 검사 오류 메시지

[그림 16-1]과 같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서식을 제출할 때 오류 메
시지를 표시하는 사례를 보면, 시각적으로는 서식을 제출하였으나 오류가 발생
하였고, 오류 메시지는 “메일주소 기입은 필수”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화면낭독기 사용자는 오류 메시지가 포함된 DOM 요소가 추가된 것을 화면
낭독기가 알려주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등록” 버
튼과 오류 메시지는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오류 메
시지가 시스템 경고 대화상자(window.alert)로 표시되었다면, 이는 시각적으로는
물론 화면낭독기 사용자에게도 대화상자 내의 메시지를 바로 읽어주어 전달할
수 있어 “등록” 버튼과 기계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WAI-ARIA 규격은 추가된 DOM 요소가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aria-live
라는 속성을 정의하고 있다. 추가된 DOM 요소에 아래와 같이 aria-live=“polite”
라는 속성을 추가하면, 이는 화면낭독기 사용자에게도 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
문에 “등록” 버튼과 기계적으로 연결된다.
<div aria-live="polite">
* 메일주소 기입은 필수<br>
* 비밀번호 기입 필수
</div>
내용 변경 통지가 필요한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화형 컨트롤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페이지 변경

§

페이지에 이미 표시된 데이터의 필터링/정렬 명령에 따른 콘텐츠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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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

장바구니에 상품 추가/제거

§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한 경우

§

서식 제출 결과가 동일한 페이지에 표시되는 경우

§

서식 제출 실패 시 서식 위에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

§

다단계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표시할 감사 메시지

§

표 보기 모드에서 목록 보기 모드로 전환하는 경우

§

데이터 테이블에서 정렬 열이 변경되는 경우

§

다른 페이징 링크를 선택하는 경우

§

“로딩 중”이라는 의미의 그래픽 이미지가 시각을 가진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경우

페이지를 동적으로 변경하면 페이지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페
이지가 비활성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기술 사용자는 이 상태를 브라우
저 충돌 등의 비정상으로 인식하여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인해 이용 불가 또는 속도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 알림은 사용자
로 하여금 백그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회전하는 아이콘이나 “로딩 중”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인식하
는 방식이다. 이러한 동적인 변경으로 만들어지는 시각적 표시가 없다면, 이 검
사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다. 페이지를 최초로 로딩할 때의 대기 시간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림 16-2] 로딩 중 표시 그래픽

사용자가 서식을 제출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한 경우,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림 16-2]와 같은 그래픽을 통해 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사례가 있
다. 이 경우, 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화면낭독기 사용자도 알 수 있도록
WAI-ARIA의 aria-live 속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코드로 구현하여 서식 제출
버튼과 처리 중 알림을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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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ria-live="polite">처리 중입니다.</div>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적용 시 기대효과
보조기술 사용자가 페이지 내에서의 동적인 내용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
는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내용 변경 시 제공할 메시지는 간결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의 일부가
표시된 페이지에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기사를 펼쳐 보여주는 페이지
의 경우, “더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머지 기사 내용 전체에 aria-live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화면낭독기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긴 음성을 듣게 되어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화면낭독기 사용자에게는 “전체 기사가 로딩되
었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시 어느 기능이 동적인 내용 변경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모든
기능의 실행이 요구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 검사항목으로 인해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평가방법
§

페이지 내에서 동적인 내용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를 찾는다. 특정 버튼의
클릭, 내용의 주기적 갱신 등의 이벤트 등이 해당된다.

§

동적인 내용 변경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지를 확인한다.

§

모든 변경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
으로 평가한다.

17. 오류 의견(Error
3.3.3 오류 의견(수준 AA)

Suggestion)
3.3.3 Error Suggestion(Level AA)

인풋(input) 오류가 자동으로 감지되고 정정하 If an input error is automatically detected
기 위한 의견이 있을 때 콘텐츠의 목적이나 and suggestions for correction are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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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에게 then the suggestions are provided to the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user, unless it w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r purpose of the content.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해의 용이성 측면에서 입력 도움에 대한 항목으로 입력 서식을 이용 시 입
력 오류가 감지되면 콘텐츠의 목적이나 보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입력 오
류를 정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즉,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한 위치와 오류를 유발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오류 항목으로 이동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오류 정정 방법을 제공하는 화면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KWCAG 2.1의 7.4.2 오류 정정 검사항목과 관련이 있다. 다만, 콘텐츠의 목적
이나 보안적인 위협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정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
야 함을 명시하여 보안 위협 사항에 대한 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콘텐츠의 목적이나 보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입력 오류를 제공하여 실수
로 빚어지는 심각한 결과 및 과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입력 서식을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콘텐츠의 목적이나 보안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의 내용의 보안 수준이 중요하다. 특히 과도하
게 불필요한 수정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
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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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방법
평가는 입력 오류가 자동으로 감지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가 오류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 오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의견(방
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제공하는 의견(방법)에 콘텐츠의 목적이나 보안적인

위협이 없다면 해당 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8. 오류 예방(Error

Prevention)

3.3.4 오류 예방(법, 금융, 자료)(수준 AA)

3.3.4 Error Prevention (Legal, Financial,

법적인 책임이 있거나 금융 거래를 하면서 Data)(Level AA)
자료 저장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자료를 고치 For Web pages that cause legal
거나 지울 때 또는 사용자 전송에 대한 응답 commitments or financial transactions for
을 테스트할 때 웹페이지는 적어도 다음 중 the user to occur, that modify or delete
하나가 참이어야 한다:

user-controllable data in data storage
systems, or that submit user test
responses,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is
true:

원상복구

Reversible

제출된 콘텐츠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 Submissions are reversible.
어야 한다.
점검

Checked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는 입력오류가 확인되 Data entered by the user is checked for
어야 하고, 그 입력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기 input errors and the user is provided an
회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opportunity to correct them.

확인

Confirmed

전송을 완료하기 전에 검토, 확인, 교정할 수 A mechanism is available for reviewing,
있어야 한다.

confirming, and correcting information
before finalizing the submission.

가. 검사항목 및 설명/예시
이 검사항목은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로 심각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환불되지 않는 항공권을 구매하거
나, 취소할 수 없는 주식거래를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행한다든지, 몇 년간 모아
놓은 가족사진 및 주요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의 중요한 데이터를 실수로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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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피해라 할 수 있다.
장애를 지닌 사용자들은 실수를 보다 쉽게 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난
독증 등 읽기장애(reading disability)가 있는 경우 숫자와 문자의 순서를 혼동하거
나 손떨림 등 동작장애(motor disability)가 있는 경우 의도하지 않게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거나 행위 후에 취소(원복)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나.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해당 검사항목은 KWCAG 2.1의 “7.4.2(오류정정) 입력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와 WCAG 2.0의 “3.3.1(오류식별, Erorr Identification; Level
A)

자동으로 감지되는 입력 오류는 오류를 유발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오류

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WCAG 2.0의 “3.3.3(오류제시, Erorr Suggetion;
Level AA)

자동으로 감지되는 오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야 한다.”와 WCAG 2.0의 “3.3.6(오류예방, Erorr Prevention(ALL); Level AAA)”과 관계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계된 검사항목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KW C AG
2.1

WCAG 2.0

영문명

레벨

7.4.2 오류정정

오류식별, 오류설명

3.3.1 오류식별

Error Identification

A

3.3.3 오류의견

Error Suggestion

AA

Error Prevention
3.3.4 오류예방

(Legal,

Financial,

AA

Data)
3.3.6 오류예방

내용 구분

Error Prevention
(ALL)

AA
A

오류식별
오류식별 + 오류해결책 의견
제시
“중요 행위” 원상복구, 에
러 체크, 최종 확인
“모든 행위” 원상복구, 에
러 체크, 최종 확인

KWCAG 2.1은 기존 웹 접근성 국가표준 KWCAG 2.1의 7.4.2 오류정정은
WCAG 2.0의 3.3.1(오류식별, Error Identification; Level A)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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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단계에서 정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검사항목에 공통으로 들어
가야 하는 내용이며, 입력단계 정정기능이 없는 자체가 기능 오류이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검사항목을 입력단계의 정정 기능 제공 여부로 구분하지 말아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의 각 검사항목들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 출생연도를 4자리로 입력해야 하는 곳에, 1999를 99라고 입력했다면 “유
효한 출생연도 값이 아닙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오류에 대한 식별 및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는 KWCAG 2.1의 7.4.2 오류정정 및 WCAG 2.0의
3.3.1(오류식별, Error Identification)을 만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Suggestion)인 “출생연도를 4자리 숫자로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입력하신 99는 1999년을 의미하십니까?”라고 제
시한다면, 이는 KWCAG 2.1에는 관련 지표가 없으며, WCAG 2.0의 3.3.3(오류의
견, Error Suggestion)을

만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AG 2.0의 3.3.4 오류예방(중요데이터), 3.3.6 오류예방
(모든 데이터) 검사항목은 위와 같은 입력 오류(input errors)에 대한 에러 체크도
해결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효한 출생연도 값이 아닙니다.” 정도의 오
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WCAG 2.0의 3.3.4와 3.3.6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적용 이슈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다. 적용 시 기대효과
실수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해 준다
면, 중대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라. 적용 시 이슈/대안
[적용 시 이슈 1]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 가능한 3가지 옵션, 즉 “원복가능(취소), 에러 체크, 최
종 확인” 간에 사용자 및 제공자가 느끼는 편리함과 부담감의 차이가 매우 커서
적용 시 이슈 사항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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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원복가능(취소)”가 가장 편리한 방법이나, 제공자의 측면
에서는 “원복가능(취소)”는 가장 부담이 되며, 적용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중대한 결정 중 하나인 증권거래 등은 시간이 경과에 따라 가치
가 변동하므로 “원복가능(취소)” 기능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가지 옵션 중 “에러 체크”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사용자 입력에서 이미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제공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표가 채택된다고 해도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을 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행위 전에 “에러 체크”만을 가지고는 해당 지표의 목적인 실수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우므로, WCAG 2.0의 해
결방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적용 시 이슈 2]
중대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WCAG 2.0
에서 중대한 결정을 법적(Legal), 금융(Financial), 데이터(Data)라고 표현한 부분도
사실상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데이터(Data)라고 된 부분은 예시에서 사용자가
수년간 모은 사진이라고 하였으나, 사용자의 주관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
이 있어 구별이 쉽지 않다.

[적용 시 이슈 3]
오류와 관련된 WCAG 2.0의 지표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과연 세분화
로 인한 이득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분화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레벨 A인 오류 인식(Error Identification)
에서는 오류가 감지하면 통과할 수 있으며, 레벨 AA인 오류 의견(Error Suggestion)
에서는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하면 통과될 수 있고, 레벨 AA인 오류
예방(Error Prevention)에서는 오류를 원복하거나, 입력오류를 체크하거나, 입력을
한 번 더 확인하면 통과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입력 실수를 도와주기 위한 방
안을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한 것으로 보여 국내지침 적용 시 통합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 평가방법
§

행위 전, 입력오류(input error)를 체크 기능을 제공하거나 한 번 더 사용자
입력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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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후, 원복가능(취소)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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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향후 재검토 필요 검사항목

KWCAG 2.1에 포함되지 않은 WCAG 2.0/2.1의 Level A, AA 검사항목 중 본
연구에서 향후 국가표준에 추가되는 검사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항목은 총 2개
이다.

채택되지 않은 검사항목 :
§

1.2.4 Caption(Live)

§

1.2.5 Audio Description(Prerecorded)

1. 단기 재검토 필요 검사항목 및 이유
가. Caption(Live)
1) 지침 설명
동기화된 모든 미디어의 오디오에 대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2) 채택하지 않은 사유
과도한 비용 문제 등으로 오디오에 대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는 아직까지 부담이 있으나, 향후 기술적인 해결책(자동 자막 제공 등)이
마련된 이후에는 실시간 자막 제공 가능

2. 중장기 재검토 필요 검사항목 및 이유
나. Audio Description(Prerecorded)
1) 지침 설명
동기화된 모든 미디어의 오디오에 대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2) 채택하지 않은 사유
실시간 자막의 제공은 과도한 비용 문제 등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부
담된다. 향후 기술적인 해결책(자동 자막 제공 등)이 마련된 이후에는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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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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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맺음말

모바일 기기 및 그것의 활용도의 확산, PC 웹에서 모바일 웹으로의 콘텐츠의
접근 통로의 급변, HTML5의 웹 표준으로의 수용과 정착, 웹 콘텐츠를 접근하는
데 있어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 콘텐츠를 편리하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응형 웹 기술의 활용, 웹 접근성 또는 모바일
접근성에 관한 국외 법률이나 지침 적용 범위의 확장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웹
접근성 준수 기준의 상향 등을 통한 웹 접근성에 대한 법률 적용 범위의 확장
및 보다 엄격한 준수기준 규정 등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에 커다란 반향을 일
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웹 접근성에 관한 법률이나 표준, 지침 등
에서 위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 상당한 차
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HTML5나 반응형 웹 등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
하여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현행 웹
접근성 국가표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적을 두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삼고 있는 W3C의 WCAG 2.0의 성공기준 AA(Level AA) 및
AAA(Level AAA) 중 현행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에서 반
영하고 있지 않은 검사항목들 중 국내 국가표준으로 추가 가능한 검사항목들과
현재 W3C에서 제안·검토 중인 WCAG 2.1 초안(Working Draft)(2017년 6월)
(http://www.w3.org/TR/WCAG21/)에서

새롭게 추가된 검사항목들 중 국내 국가표준

으로 추가 가능한 검사항목들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7가지의 후보 검사
항목 선정기준(모바일 웹/웹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응, 국내 도입/적용 시 기대효과, 구현/적
용가능성, 과도한 부담 여부, 국제 기준과의 수준 차이 고려, 사용성 개선 효과, 평가 가능성)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18개 검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예시,
KWCAG 2.1/WCAG 2.1과의 관계, 적용 시 기대효과, 적용 시 이슈/대안,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검토된 18개의 검사항목들과 현재에게 지속적으
로 수정ㆍ보완되고 있는 W3C의 WCAG 2.1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KWCAG 2.2 버전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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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WCAG 2.2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러한 일련의 검토과정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은 궁극적으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그리고 기기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보다 접근성 있는 콘텐츠
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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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WCAG 2.0/2.1 검사항목 국가표준 추가 여부 전문가 의견 종합
WCAG 2.0 / 2.1 검사항목(Success Criteria)

수준(Level) KWCAG 2.1

채택여부

1.1.1 Text Alternatives

A

5.1.1

1.2.1 Audio-only and Video-only (Prerecorded)

A

5.2.1

1.2.2 Captions (Prerecorded)
1.2.3
Audio
Description
Alternative(Prerecorded)
1.2.4 Captions (Live)

A

5.2.1

A

5.2.1

AA

미포함

AA

미포함

1.2.6 Sign Language (Prerecorded)

AAA

미포함

1.2.7 Extended Audio Description (Prerecorded)

AAA

미포함

1.2.8 Media Alternative (Prerecorded)

AAA

미포함

1.2.9 Audio-only (Live)

AAA

미포함

1.3.1 Info and Relationships

A

7.3.2

1.3.2 Meaningful Sequence

A

7.3.1

1.3.3 Sensory Characteristics

A

5.3.2

1.4.1 Use of Color

A

5.3.1

1.4.2 Audio Control

A

5.3.4

1.4.3 Contrast (Minimum)

AA

5.3.3

1.4.4 Resize text

AA

미포함

채택

1.4.5 Images of Text

AA

미포함

채택

1.4.6 Contrast (Enhanced)

AAA

미포함

1.4.7 Low or No Background Audio

AAA

미포함

1.4.8 Visual Presentation

AAA

미포함

1.4.9 Images of Text (No Exception)

AAA

미포함

A

미포함

채택

1.4.11 Graphics Contrast (WCAG2.1)

AA

미포함

채택

1.4.12 User Inerface Component Contrast (Minimum)

AA

미포함

채택

2.1.1 Keyboard

A

6.1.1

2.1.2 No Keyboard Trap

A

6.1.2

AAA

미포함

2.2.1 Timing Adjustable

A

6.2.1

2.2.2 Pause, Stop, Hide

A

6.2.2

2.2.3 No Timing

AAA

미포함

2.2.4 Interruptions

AAA

미포함

2.2.5 Re-authenticating

AAA

미포함

AA

미포함

채택

A

미포함

채택

or

Media

1.2.5 Audio Description (Prerecorded)

1.4.10 Zoom content (WCAG2.1)

2.1.3 Keyboard (No Exception)

2.2.6 Interruptions(minimum) (WCAG2.1)
2.2.7 Accessible Authentication (WCA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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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

A

6.3.1

2.3.2 Three Flashes

AAA

미포함

2.4.1 Bypass Blocks

A

6.4.1

2.4.2 Page Titled

A

6.4.2

2.4.3 Focus Order

A

6.1.2

2.4.4 Link Purpose (In Context)

A

6.4.3

2.4.5 Multiple Ways

AA

미포함

2.4.6 Headings and Labels

AA

6.4.2

2.4.7 Focus Visible

AA

6.1.2

2.4.8 Location

AAA

미포함

2.4.9 Link Purpose (Link Only)

AAA

미포함

2.4.10 Section Headings

AAA

미포함

A

미포함

채택

AA

미포함

채택

3.1.1 Language of Page

A

7.1.1

3.1.2 Language of Parts

AA

미포함

3.1.3 Unusual Words

AAA

미포함

3.1.4 Abbreviations

AAA

미포함

3.1.5 Reading level

AAA

미포함

3.1.6 Pronunciation

AAA

미포함

3.2.1 On Focus

A

7.2.1

3.2.2 On Input

A

7.2.1

3.2.3 Consistent Navigation

AA

미포함

채택

3.2.4 Consistent Identification

AA

미포함

채택

AAA

미포함

채택

3.2.6 Accidental Activation (WCAG2.1)

A

미포함

채택

3.2.7 Change of Content (WCAG2.1)

AA

미포함

채택

3.3.1 Error Identification

A

7.4.2

3.3.2 Labels or Instructions

A

7.4.1

3.3.3 Error Suggestion

AA

미포함

채택

3.3.4 Error Prevention (Legal, Financial, Data)

AA

미포함

채택

3.3.5 Help

AAA

미포함

3.3.6 Error Prevention (All)

AAA

미포함

4.1.1 Parsing

A

8.1.1

4.1.2 name, role, value

A

8.2.1

2.4.11 Character Key Shortcuts (WCAG2.1)
2.6.1 Orientation (WCAG2.1)

3.2.5 Change 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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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