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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에 관한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연구의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 

전체가 정보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장애인, 노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2002년)’을 

제정하는 등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표준화는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 

접근성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민간,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표준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함께 누리는 정보복지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본 포럼을 운영하였으며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① 장애인 및 노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제품과 서

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용 가능한 기술 제시

  ② 접근성 준수 정보통신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

정하고, 이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접근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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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보통신 접근성이 보장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방안 제시

(2) 연구의 중요성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정보화의 확산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지속이라는 정보격차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으나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부재가 중요한 장애 요인임 

 ②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은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시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성 배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의 통신법 255조는 정보통신 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의 

접근 및 사용을 배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활법 508조는 연방정부에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게 정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2004년 10월까지 정보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을 위해 시설 개보수 등 적절한 수단 강구를 규정

   - 일본에서는 우정성의 정보통신설비 접근성 지침, 통상산업성의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 등이 고시되었고 정보장애 해소를 위한 표준화 연구 위원회가 

2000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는 활동을 하였음

 ③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제정하여 장애인 및 노인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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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업계는 이것이 기업 이윤과 직결되지 

않아 이 문제에 다소 소극적임 

   -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정보통신 기기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④ 접근성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표준화는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이에 부응하여 접근성 권장 지침 제28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연구의 내용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을 통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기술의 표준화 

연구, 관련 표준화 정책개발 및 보급 확산 지원, 접근성 평가 지침 및 체계마련, 

국제협력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수행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 접근성 기술의 표준화 연구

   ①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통신중계서비스, 웹 저작도구 등 접근성 

향상 관련 기술 표준화 조사 연구

   ②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편적 설계기술 조사 및 

평가

   ③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준수 실태조사 및 평가, 인증

   ④ 민․관․학 합동 기술개발 및 보급

 
  (2) 표준화 정책 개발 및 보급 확산 지원

   ①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필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시장조사

   ②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저해 요인 규명

   ③ 표준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보급 방안 마련

   ④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정책 및 법․제도 마련



- iv -

 (3) 접근성 평가 지침 및 체계 마련

   ① 정보통신 접근성 평가 기준 및 평가도구(Tool) 개발․보급

   ②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 체계 마련

   ③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마련

 (4) 국제 협력

   ① 국제표준화(W3C, ISO 등) 기구 참여

   ②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의 상용화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

   ③ 국제기구 및 해외 민간단체와의 상호 협력

 (5)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①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및 향상을 위한 대 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② 포럼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4. 연  구  결  과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운영연구를 위하여 본 포럼은 2002년 5월 23일 정부,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민간기업 및 장애인 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세미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표준화 작업반 

회의 및 워크숍 등을 꾸준히 개최하였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동향 분석 및 

해외 선진사례 파악을 위해 국제회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2006년에는 

3개의 표준화 작업반을 운영하였고, 총회 및 각종 회의를 18회 개최하였고, 워크숍 

및 세미나를 7회 개최하였다.

 연도별 포럼의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에는 단축키 

표준화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국내외 음성 낭독기 비교 연구, 정보통신 보조기기 

현황, 정보통신 접근성 권장지침 평가업무 등을 수행했다. 2003년에는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 개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제정, 웹 접근성 인식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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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한국형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 개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마련,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 평가,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웹 

사용자 도구 접근성 지침 개발, 2005년에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금융 정보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에는 

2003년에 개발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국가표준

(KICS.OT-10.0003)으로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에는 문서 접근성 지침,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을 단체 표준으로 상정하였다. 2007년에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2.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리모트 컨트롤 

접근성 표준화 작업을 올해에 이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선진 각국의 동향,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업체 종사자, 정책 집행자, 장애인 단체,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하여 접근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  대  효  과

 본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1)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화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 

제정 및 보급 

 (2) 고령화 및 장애인 출현 증가, 보편적 설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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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Standard Promotion Forum

2.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Study

1) The Purpose of Study

 Despite of a rapid growth of IT usage in people's every lives,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many difficulties in using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One of the big barriers 

they face is the lack of accessibility of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Persons having disabilities in seeing, hearing, and 

manipulating can not access computer, Internet, telephone etc..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Canada, Japan etc. have established laws and technical standards to ensure 

accessibility of electric and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to the peoples with disabilities. 

 Korean government also have enacted "Recommendation Guidelines to Improve 

Accessibility by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to the IT service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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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in 2002 as an effort to improve accessibil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echnical standards as a vehicle to make 

"Recommendation Guideline" to be widely applied by IT industry.     

2) The Importance of Study

 Our "Recommendation Guideline" is not a mandatory one, therefore, it can 

not be expected that accessibility will be ensured by the just existence of 

"Recommendation Guideline". In order to assure feasibility of the 

Guideline, evaluation on the observance of IT manufactures and service 

providers on this guideline and technical standards which can be adopted by 

manufactures and service providers should be done. Therefore, the work of 

this forum, preparation of technical standards,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vital activities to promote accessibility of IT products and services.   

  

3. Contents of Study

 Major activities of this forum are the following.

 o Development of technical standards for improving accessibility of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o Information sharing on the trend of accessibility relevant technologies 

such as voice recognition and synthesis, digital talking book, various 

new techniques in web authoring(CSS, SVG, etc.),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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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the accessibility proven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need of these 

devices and services among the disabled

 o Development of methods and tools needed to implement accessibility 

evaluation on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s(ISO, ETSI, W3C)

 o 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on accessibility issues thorough holding  

a seminar and operating homepage    

4. Results of Study

 Monthly seminars and workshop were held 13 times in 2003. Forum also 

participated 4 time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W3C, and Universal 

Design, etc.). And four projects, review of current assistive IT products, 

study of hot keys,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screen readers, 

evaluation on the observance of "Recommendation Guidelines" are implemented 

by the Forum. Also in 2006, seminars & workshops were held. In result of 

these efforts, there is a little consensus of accessibility issues in 

Korea.

 Throughout these activities, current states of assistive technologies and 

products are thoroughly reviewed. Based on the activities since 2002, many 

technical standards will be produced in the follow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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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ggestion for Application

 As mentioned before, the accessibility compliance in IT products and 

services is not a mandatory one in Korea. Therefore, public's concern on 

accessibility is not fully fledged yet. However considering foreign cases 

and international trend, it can be easily expected that accessibility issu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us, in order for results of this 

Forum to be adopted and realized in IT industry, discussion and consensus 

among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ies, persons 

working in IT industries,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re required,  

6. Expectation

 By the help of this Forum, it can expected that information life of the 

disabled can be possible, therefore, and it can also be expected that the 

disabled can fully participate in information society as other people. 

Following U. S. federal government's procurement on accessibility proven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 products, demand on accessibility from 

international society will be widened. Therefore, the work of this Forum 

will help our IT industry to prepare in meeting international accessibility 

standards of their products sold in a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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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 전체가 

정보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화의 확산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지속이라는 정보격차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으나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Accessibility) 부재가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은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시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성 배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법 255조(Section 255 of Telecommunication Act)에서 정보통신 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의 접근 및 사용을 배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는 연방정부에게 장애인도 비장

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재활법 508조의 세부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는 2004년 10월

까지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을 위해 시설 개보수 등 

적절한 수단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우정성의 정보통신

설비 접근성 지침, 통상산업성의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 등이 고시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2002년)을 제정하였으나,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업계는 이것이 기업 이윤과 직결되지 않아 이 문제에 다소 소극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정보통신기기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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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표준화는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함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

하다. 이에 부응하여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제28조

(표준화)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장 지침’이 미국, 영국 등과 

달리 법적 의무화가 없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 접근성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민간, 정부, 관련단체,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접근성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정보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www.iabf.or.kr)을 2002년 5월에 창립하였다.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은 2002년 5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 및 주요기능을 정립

하였다. 포럼의 의장은 현재까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이 추대되어 맡고 

있으며, 정책․웹 접근성․정보통신 분과위원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표준화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매년 2~3개의 표준을 상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은  웹 사이트(http://www.iabf.or.kr)를 통해 

회원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2006년 12월 15일 현재 기관회원으로는 삼성전자, 

LG 전자 등 관련 업체,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

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학계, 한국전산원,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개인회원으로 224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은 노인 및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 3 -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관련 종사자 

교육, 연구 등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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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제 1 절 개 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 전체가 

정보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전히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장애인․노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 위한 권장 

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심을 높이고 있다. 접근성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표준화는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정보통신 접근성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접근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함께 누리는 정보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포럼 설립배경

 가.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과 노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간의 정보

교류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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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 설립배경으로는 아래의 <그림 1>와 같이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그림 1>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설립배경

정보격차해소 중요성 대두
정보격차해소 중요성 대두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선진각국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선진각국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소극적인 국내 대응 및 관심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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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배 경
설 립 배 경

민간사업자의 관심 부족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민간사업자의 관심 부족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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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 중요성 대두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선진각국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선진각국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소극적인 국내 대응 및 관심부족
소극적인 국내 대응 및 관심부족

설 립 배 경
설 립 배 경

민간사업자의 관심 부족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민간사업자의 관심 부족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설립

2. 연혁 

 가. 2002년

  (1) 2002년 5월 23일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창립총회

  (2) 2002년 7월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홈페이지 오픈

(www.iabf.or.kr)

  (3) 2002년 9월 :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인 A-Prompt 한글화 작업

 나. 2003년

  (1) 2003년 5월 : 2003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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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 8월 : A-Prompt 한국어 버전 개발 완료

  (3) 2003년 10월 : 홈페이지 개편 완료

  (4) 2003년 11월 : 웹 접근성 향상 및 인식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5) 2003년 12월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표준(안) 마련

 다. 2004년

  (1) 2004년 5월 : 2004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총회

  (2) 2004년 12월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3) 2004년 12월 : 한국형 사용자 도구 접근성 지침 1.0 표준(안) 마련

                    한국형 웹 저작 도구 접근성 지침 1.0 표준(안) 마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TTA 단체표준 제정

  (4) 2004년 12월 : 한국형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 “KADO-WAH" 개발

 라. 2005년

  (1) 2005년 5월 : 웹 접근성 향상 세미나 개최

  (2) 2005년 6월 : 2005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총회

  (3) 2005년 11월 :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4) 2005년 12월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국가표준(KICS) 제정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안) 마련

                    디지털 음성 도서 표준(안) 마련

                    금융 자동화 기기 접근성 표준(안) 마련

                  

 마. 2006년

  (1) 2006년 5월 : 2006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총회

  (2) 2006년 6월 : 웹2.0 시대의 웹 접근성 제고 전략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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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년 8월 :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 개최

  (4) 2006년 11월 : 웹 접근성 준수 실무 세미나 개최

  (5) 2006년 12월 : 문서 접근성 지침 1.0 마련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마련

     ※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등 총 5개 표준이 TTA 표준 총회(12.27)에 

상정됨

3. 회원현황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회원가입은 웹사이트(http://www.iabf.or.kr)을 

통해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2006년 12월 15일 현재 기관회원으로는 삼성전자, 

LG 전자 등 관련 업체,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

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학계, 한국전산원,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또한 개인회원들은 정보

통신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월 현재 

224명이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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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성 및 운영

1. 포럼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1) 장애인 및 노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기술 제시

  (2) 접근성을 준수하는 정보통신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장애인․노인의 정보접근 

향상 도모

  (3) 접근성이 보장된 제품 및 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방안 제시

 나. 역할

  (1) 정보통신 접근성 기술의 표준화 연구

   ①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통신중계서비스, 웹 저작툴 등 접근성 

향상 관련 기술표준화 조사 연구

   ②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편적 설계기술 조사 및 평가

   ③ 접근성 보장 준수 실태조사 및 평가, 인증

   ④ 민․관․학 합동 기술개발 및 보급

  (2) 표준화 정책 개발 및 보급 확산 지원

   ① 접근성 보장 필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②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저해 요인 규명

   ③ 표준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보급 방안 마련

   ④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정책 및 법․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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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근성 평가 지침 및 체계 마련

   ① 접근성 평가 기준 및 평가도구(Tool) 개발 및 보급

   ②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평가 체계 마련

   ③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마련

  (4) 국제 협력

   ① 국제표준화(W3C, ISO 등) 기구 참여

   ②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기술의 상용화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

   ③ 국제기구 및 해외 민간단체와의 상호 협력

  (5)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① 접근성 보장 및 향상을 위한 대 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② 포럼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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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목적 및 역할

정보통신 접근성 기술 표준화

접근성향상 관련 기술 표준화 조사연구

접근성 보장 준수 실태조사 및 평가•인증 등

표준화 정책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접근성보장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조사

표준화 정책 및 법•제도 마련 등

접근성 평가 지침 및 체계 마련

접근성 평가기준 및 평가도구 개발

접근성 평가 체계 마련 등

세계화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

국제기구 및 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모색 등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대 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추진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

역

할

목

적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파악

접근성 관련 표준제정 및 보급

관련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

정보통신 접근성 기술 표준화

접근성향상 관련 기술 표준화 조사연구

접근성 보장 준수 실태조사 및 평가•인증 등

표준화 정책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접근성보장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조사

표준화 정책 및 법•제도 마련 등

접근성 평가 지침 및 체계 마련

접근성 평가기준 및 평가도구 개발

접근성 평가 체계 마련 등

세계화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

국제기구 및 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모색 등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대 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추진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

역

할

목

적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파악

접근성 관련 표준제정 및 보급

관련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

2. 조직구성 및 주요활동

 가. 조직구성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은 2002년 5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 및 주요기능을 정립하였다. 포럼의 의장은 창립총회에서 한국정보문화센터 

손연기 소장이 추대되었으며, 김효석 의원과 허운나 총장이 고문위원에 선임되었다. 

2006년도 5월 30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을 포럼의 

의장으로 재임명하였다. 그리고 정책 분과위원장에 경북대학교 조주은 교수, 정보

통신 분과위원장에 인천대학교 민홍기 교수,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에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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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일 교수를 각각 선출하였다. 각 분과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럼 사무국은 한국정보문

화진흥원이 맡기로 하였다. 본 포럼의 조직구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조직구성

 

 나. 분과별 주요활동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포럼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세 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 분과위원회

    ① 활동분야

     o 정보통신 접근 보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욕구 및 시장조사 

     o 장애인 및 노인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지침 개발

     o 표준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o 접근성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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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과위원장 : 조주은 교수(경북대학교)

    ③ 분과위원 9명

     o 홍순희(정보통신부)

     o 권순교(한림대학교)

     o 최두진(한국정보문화진흥원)

     o 홍경순(한국정보문화진흥원)

     o 이용석(한국전산원)

     o 남혜운((주)디노미디어) 

     o 서인환((사)장애인정보접근연구센터)

     o 강동욱(한국재활복지대학)

     o 손영우(김포대학)

  (2) 정보통신 분과위원회

    ① 활동분야

     o 휴대폰, 전화기, 정보단말기, 정보가전 등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성 향상

을 위해 필요한 표준안 마련 

     o 통신중계서비스, 전자도서관, 멀티미디어 제공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

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 마련 

     o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신 기술 동향 파악

     o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 동향 파악  

    ② 분과위원장 : 민홍기 교수(인천대학교)

    ③ 분과위원 12명

     o 이성일(성균관대학교)

     o 송복희(한국기술교육대학교)

     o 전용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o 정지홍(국민대학교)

     o 최동찬(사회정보통신연구원)



- 14 -

     o 반영환(삼성전자)

     o 윤양택(힘스코리아)

     o 한정희(보이스웨어)

     o 이은승(디지털로드)

     o 문두영(아이컴시스템즈)

     o 박호성((주)AD정보통신)

     o 현준호(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

    ① 활동분야

     o 웹 사이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웹사이트 제작 지침 표준안 마련

     o 웹 사이트 저작도구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침 표준안 마련

     o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도구 개발

     o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 동향 파악

    ② 분과위원장 : 김석일 교수(충북대학교)

    ③ 분과위원 8명

     o 장영건(청주대학교)

     o 백남중(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o 이수정(넷피아)

     o 김정호(엑스비전 테크놀로지)

     o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

     o 신현석(시도우)

     o 신승식(LG전자)

     o 이윤희(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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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006년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주요 

추진실적 요약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 2006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 <표 1>과 

같다. 5월 30일 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올해 활동을 시작한 포럼은 “문서 

접근성 지침 1.0”,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을 개발하였고, 

“리모트 컨트롤 접근성 지침” 개발 중에 있다.

<표 1>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주요추진 실적

(12월 15일 기 )

총회
(회)

워크 ,
세미나(회)

원회
운 (회)

가입회원수
국제회의 참가 포럼형 표 안

(건) 기고서 (건)
기 개인

1 7 17
254 회의

(2회)

참가자

(2명)
2 3

30 224

 ※ 2006년 총 5건이 표  총회(12.27)에 상정되어 단체표 으로 제정될 정

제 1 절 회의 및 세미나/워크숍 개최

  총회를 시작으로 분과위원장 회의, 세미나, 각종 표준화 작업반 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최신 기술 및 표준화 관련 

외국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화 작업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분과별 표준화 작업반 활동을 통해 꾸준히 표준(안)을 

상정하고 있다. 본 포럼이 2006년에 개최한 회의 및 주요 세미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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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행사명 

 가. 총회

  총회에는 본 포럼의 의장인 손연기 원장(한국정보문화진흥원),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2005년 포럼사업 수행실적과 2006년 포럼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손연기 원장이 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총회에서는 W3C 국제 

컨퍼런스 참가 결과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접근성 관련 최신동향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주요 결의 사항 및 세미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총회

회의/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비고

총회
2006. 

5.30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세미나실

o 보고안건 1건(2005년 포럼 사업수행 실적) 의결

o 심의안건 2건(2006년 사업계획, 의장 선출) 

의결

o 세미나 개최

 - W3C 국제 표준화 동향(김석일 교수, 충북대)

 - 장애인 행태 분석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헬

스케어 미들웨어(박수현 교수, 동서대)

 -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웹 접근성 향상

-책 읽어주는 도서관 구축사례(심우섭 팀

장, LG상남도서관)

 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며 포럼의 

주요 실적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포럼 운영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7 -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명직 운영위원은 정부, 업계, 연구계 및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참석에 참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한다. 

<표 3> 2006년 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최 두 진 당연직(포럼 연구 책임자)

경북대학교 조 주 은 당연직(정책 분과위원장)

인천대학교 민 홍 기 당연직(정보통신 분과위원장)

충북대학교 김 석 일 당연직(웹 접근성 분과위원장)

정보통신부 홍 순 희 임명직(포럼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신문 안 희 진 임명직

에이블뉴스 이 석 형 임명직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홍 경 순 간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현 준 호 간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 윤 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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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럼은 2006년 운영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하였다.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위원회 추진실적

행 사 명 ( 원회 )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1차 운영위원회 4.4
KADO 

세미나실

o 2006년 포럼 예산 활용, 국제 표

준화 참가 등 운영방향 논의

o 2006년 표준화 관련 작업을 위한 

논의 등

김석일 

교수 등 

8명

다. 세미나 및 워크숍

  포럼회원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고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6회 개최하였고, 표준화 작업을 위한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다. 2006년 개최된 세미나 및 워크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추진실적

NO
워크숍/

세미나명

개최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

IT Forum 

Korea

2006

4.13 COEX

o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김석일 교수, 충북대)

o 디지털 음성도서 지침 1.0(육근해 관장, 한국점자도

서관)

o 금융 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현준호 선임연구

원, K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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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워크숍/

세미나명

개최

일시
장소 주요 내용

2
2006 포럼 

총회 세미나
5.30

KADO 

세미나실

o W3C 국제 표준화 동향(김석일 교수, 충북대)

o 장애인 행태 분석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미

들웨어(박수현 교수, 동서대)

o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웹 접근성 향상 - 책 읽

어주는 도서관 구축 사례(심우섭 팀장, LG상남도서

관)

3

웹2.0 

시대의 웹 

접근성 제고 

전략세미나

6.29 섬유센터
o 웹 개발자, 디자이너 등 실무자들이 웹 접근성

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 제시

4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현황과 

대응방안

8.18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o 장애인 웹 접근성 현황 및 대책(홍순희 사무관, 정보

통신부)

o 민간부문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홍순구 교수, 동

아대)

o 민간부문 웹 접근성 준수 제고방안(김중태 원장, 김

중태문화원)

o 민간부문 웹 접근성 제고 방안 토론회

5

문서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 

워크숍

10.27

-28

용인 

현대정보

기술

o 문서 접근성 표준 초안 작성

6

청각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세미나

11.3
KADO 

대강당

o 청각 장애인을 위한 차세대 휴대전화 서비스 표준화 

전략(장중혁 대표이사, 코인미디어랩)

o 국내외 통신중계 시범서비스 실시 현황(염상우 전임

연구원, KADO)

o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방안 토론회

7

웹 접근성 

준수 실무 

세미나

11.29
코스모타워

상상아트홀

o 웹 개발자, 디자이너 등 실무자들이 웹 접근성을 준

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실무적인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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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준화 작업반 회의

  2006년에는 문서 접근성 표준화,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표준화, 리모트 

컨트롤 접근성 표준화 등 3개 표준화 작업반을 운영하였다. 각각 7회, 5회,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문서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에서는 초안 작성을 위한 워크숍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문서 접근성 표준화 및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에서 만들어진 표준안은 2006년 12월 TTA에 단체표준

으로 상정하였고, 리모트 컨트롤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에서는 2007년까지 작업을 

하여 단체표준으로 상정할 계획이다.(표준안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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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1. 참가활동지원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화를 위한 회의 및 세미나 참가를 위해 본 포

럼에서는 제15차 W3C 국제 컨퍼런스 참가, 미국 NASRA 컨퍼런스 참가 등을 아래

와 같이 지원하였다. 국제 세미나 참가지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화 작업과 

국제 전문가육성을 위해 지원되었다<표 6 참고>. 

<표 6>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내역

NO
국제표 화 

회의

회의기간  

장소
참석자 수행내용

1

제15차 W3C 

국제 

컨퍼런스

5.21 ~ 27

스코틀랜드

김석일

전미영

o 회의참가 목적 : W3C WAI의 표준화 동향 파

악 및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2
미국 NASRA 

컨퍼런스

9.4 ~ 11

미국

민홍기

염상우

o 회의참가 목적 :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동항

파악 및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가.  W3C International Conference 참가 결과 

  ① 회의명 : 제 15차 W3C 국제 컨퍼런스(15th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 

  ② 일시 : 2006. 5. 21(일) ~ 5. 27(토)(5박 7일)

  ③ 장소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④ 참석자 : 김석일 교수(충북대), 전미영 전임연구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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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일 시
5.22(월) - 5.23(화)

08:45 ~ 18:00
발표자 Sarah Horton 외

제 목 W4A International Cross-Disciplinary Workshop on Web Accessibility

 주요발표내용

 □ 좋은 디자인이란 정상인이나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것

  o 무의미하고, 오해하기 쉬운 페이지 제작을 피하기 해서는 문서를 구조화하여 제

작하여 제공하라고 역설

 □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기기(PC screen, PDA, mobilephone 등)에서 인식할 수 있

도록 제작 하여야 함

  o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가지 device에 표시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디바이스별로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버 리가 어려움

  o 이를 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는 엘리먼트 별로 level을 부여하고 해당 level이상 

는 이하의 엘리먼트만 표시하도록 하므로써 해결  

   

 □ 웹 페이지의 코딩에러를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툴 소개

  o 기존의 홈페이지에는 많은 코딩 에러가 존재함

  o 웹 콘텐츠를 읽어 동일한 형태의 에러 없는 콘텐츠로 재작업 하는 방법을 

    제안함

 □ 웹 근성을 높이기 한 개인 PC 환경설정( 로그램) 제안

  o 웹 콘텐츠를 개인별로 화면에 나타나는 방법을 달리하거나 TTS로 읽어주는 방법

을 달리하도록 하는 방법 제안

□ GraSSML(그래픽 스탠다드 마크업 랭귀지)

  o 조직도, 로우차트 등을 웹 콘텐츠에 포함시킬 때에 이를 표 하고 근 가능하

도록 하는 언어의 확장

  o 의미와 치 등에 한 정보를 정의하여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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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24(수) - 5.26( ) 발표자  Julie Howell 외

제 목  W3C Track

 주요발표내용

□ Accessibility 2.0

 o WCAG2.0에서는 우선순  신 수 (lev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성 수 을 

나타냄 

   - 최소 수 (minimum level)이란 웹 콘텐츠가 최소한 이 수 은 만족해야함을 의미. 

따라서 홈페이지가 최소수 으로 분류된 모든 항목을 만족하다면 이는 웹 콘텐

츠에 근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음

   - 두 번째 수 (level 2)으로 분류된 항목은 웹 콘텐츠의 근성을 향상시키기 하

여 추가 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세 번째 수 (level 3)은 WCAG2.0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요구 수 으로 이 수

을 만족하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o 특히, WCAG 2.0에서 모바일 웹 콘텐츠의 근성에 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o WCAG2.0은 하반기 으로 발표될 정임

□ PAS78( 국 웹 근성 지침) 

 o WCAG1.0을 기 으로 국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된 웹 근성 지침

 o RNIB( 국왕립시각장애인 회) 소개 : 시각장애인의 경제  이익 변, 일상생활 

훈련, 문화생활 제공, 직업 서비스교육정보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 주거

문제 등에 한 서비스 제공

 □ The Web Everywhere(VoiceXML2.0)

  o 음성 웹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VoiceXML2.0에 소개

  o VoiceXML의 문법  기본 언어 스팩에 해 설명

   

 □ Style and Layout

  o CSS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제작한 다양한 사이트 소개

  o 제작방법에 한 설명 없이 제작기법이 소개된 책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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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ASRA 국제 컨퍼런스 참가

  ① 일시 : 2006. 9. 4(월) ~ 9. 11(월)(7박 8일)

  ② 장소 : 미국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루이빌

  ③ 참석자 : 민홍기 교수(인천대), 염상우 전임연구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The Chicago Light House

  o 기  개요 : 시각  시청각 복장애인의 복지, 재활  통신에 한 근을 

보장하기 한 비 리 단체

  o 주소

   - 주소 : The Chicago Lighthouse for People Who Are Blind or Visually Impaired

           1850 West Roosevelt Road Chicago, IL 60608-1298

  o 견학  회의 내용

   - 시각  시청각 복장애인의 교육 시설 견학

    ․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시설  도 장애인의 재활 로그램 

    ․ 시각 장애인 취업  진학을 한 교육 로그램

   - 시각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시계공장 견학(공공기  우선 구매품)

   - 시청각 복 장애인을 한 자 화기 설명 청취  시연 람

    ․ 자 화기로 통신 계서비스 이용 시연 람

   

           < 자 입력형 자 화기>  <키보드입력형 자 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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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diana Governor's Counci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GCPD)

  o 기  역할 : 장애인의 독립, 생산력 제고, 사회 참여를 돕는 정책을 장려하는 독립

인 주지사 직할 기

  o 주소

  - 주소 :  Governor's Counci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50 West Market Street, Suite 628, Indianapolis, Indiana 46204

  o 회의 내용

  - 인디애나 주의 장애인 정책  로그램 소개

   ․ Annual Conference : Governor's Council은 매년 가을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련자들을 한 최신 정보제공을 해 2일 일정의 국 규모의 

컨퍼런스 개최 

   ․ Consumer Investment Fund :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련자들이 

련 컨퍼런스, 공청회  워크샾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그램

   ․ Council E-news : 월 2회 장애인 련 정보, 정책  이슈, 공청회 등에 

한 소식을 이메일로 발송

   ․ Disability Awareness Month(4월) : 4월을 장애인 이해의 달로 정하고 일반

인의 장애인 이해를 해 각종 홍보, 안내 자료를 배포

   ․ Fifth Freedom Network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해 장애인 련 종사

자, 가족 등을 국 인 네트워크 연결하고 Advocacy Coordination Team

을 구성 운 하여 각종 교육 활동 제공

   ․ Partners in Policymaking Academy : 8주 과정의 집 인 장애인 정책 교

육 로그램으로 매년 20명의 장애인과 20명의 장애인 가족을 선정하여 장

애인 정책가로서 필요한 교육 제공

  - 이 모든 로그램은 주정부의 산으로 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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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af and Hard of Hearings Services(DHHS)

  o 기  역할 : 청각장애인 교육  복지 정책 수립  통신 계서비스 품질을 감독

하는 기  

  o 주소

   - 주소 : Deaf and Hard of Hearings Services(DHHS)

          402 W. Washington Street, W453, Indianapolis, IN 46207-7083

  o 회의 내용

   - 주내(Intrastate) 통신 계서비스 시행 체계

    ․ 주정부, Administrator, 통신 계서비스 제공자와의 계 

    ․ 향후 주내 통신 계서비스 시행 정책 방향

   - 인디애나 주의 청각 장애인 황  계서비스 이용 실태

    ․ 인구 : 6,195,643명, 청각 장애인 : 59,478명, 난청인 : 435,173명

    ․ Intrastate, Interstate, IP-Relay 등 서비스 별 계서비스 할 기 이 달라 

정확한 계서비스 이용량은 추산이 어려움

 

 (4) NASRA(National Association for State Relay Administration) Conference

  o 컨퍼런스 주최 기  역할 : 주별 통신 계서비스 리자들의 계서비스 련 정책, 

표  등에 한 정보공유와 구성원의 교육을 목 으로 설립된 회

  o 주소

   - 주소 : National Association for State Relay Administration

         1602 Rolling Hills Drive, Suite 203, Richmond, Virginia 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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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컨퍼런스 내용

   - International relay Panel : 랑스, 호주, 한국의 통신 계서비스 황 발표

   - TDI Update on Critical Issues : Telecommunication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Inc.의 황  이슈에 한 발표

   - Homeland Security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장애인 응  상황 

비에 한 발표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독감유행 방지법, 보건 생을 

고려한 비즈니스 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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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계획

제 1 절 웹 접근성 표준화 

1. 핵심 표준화 대상 기술

 가. 기술 개요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가 없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과 노인도 인터넷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기반이 아닌 

매킨토시,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모질라(Mozilla), 

파이어폭스(Firefox), 오페라(Opera), 링스(Lynx) 등의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웹 관련 기술로는 HTML, XHTML, SMIL, CSS, SVG 등이 있고, 웹 접근성 평가도구로는 

외국 제품인 바비(Bobby), 국내 제품인 카도와(KADO-WAH)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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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기술 연대표

※ 출처 : W3C Consortium(http://www.w3.org/Consortium/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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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WAI 설립 1997
HTML 4.01

(Recommendation)
1999.12

WCAG 2.0

(Working Draft)
2006.4

XHTML 2.0

(Working Draft)
2006.7

UAAG 1.0

(Recommendation)
2002.12

CSS 2.1

(Working Draft)
2006.9

ATAG 2.0

(Working Draft)
2006.12

SVG 1.2

(Working Draft)
2005.4

<표 7> 관련 기술 연대표

2. 시장현황 및 전망

 가.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2005년 국내 인터넷 산업의 시장규모는 79조 600억 원으로, 2004년 69조 9,000억 원

보다 13.1% 증가하였고, 연 평균 5.5%의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터넷산업의 인프라 부문으로서 기반산업은 59조 4,700억 원으로 2004년 대비 

9.3% 증가, 연 평균 7.2%의 성장을 이루었다.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인터넷 지원산업의 시장규모는 13조 3,700억 원으로 

2004년 대비 13.0% 증가했으나, 연 평균 3.5% 감소했다. 기반산업과 지원산업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가능토록 하는 인터넷 활용산업은 6조 2,000억 원

으로 2004년 대비 68.7% 증가했으며, 연 평균 19.5% 성장했다(2006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나. 국외 시장현황 및 전망

 XML은 광범위한 산업 및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2002년 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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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XML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전체의 2%에서 2006년 전체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XML 시장규모는 여러 분야로 살펴볼 수 있는데, XML 메시징 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처리 최적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보다 처리속도가 빠른 하드웨어

에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에 8,600만 달러였던 XML 프로세싱 시장은 

2008년에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고받는 XML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XML 미들웨어의 시장규모는 2004년 

4,470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XML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XML Enable DB, XML Native DB 등 XML 데이터베이스

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는 2002년도 5.85억 달러에서 2005년 40.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05년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전산원).

 3. 기술개발 현황 

 가. 국내기술 개발현황

 국내에서 개발한 웹 접근성 평가도구 중 하나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카도와(KADO-WAH)가 있다. 카도와는 국내 지침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

침 1.0’으로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쉬운 인터페이스로 제작된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또는 웹상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나. 국외기술 개발현황

  (1) HTML 4.0의 접근성 부문 향상

    o 웹사이트 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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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이블 columns와 rows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THEAD, TBODY,TFOOT, 

COLGROUP, COL 요소들을 채택 

     - 테이블을 일렬로 읽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scope", "headers", "axes"와 

같은 속성 사용

    o 스타일 시트의 활용 권장

     - 많은 웹 제작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tag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

     - 이는 웹을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에는 문제가 없으나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읽는 사람에게는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타일 시트의 사용을 권장

 
      ※ 잘못 사용하는  : 인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여 쓰기를 해 <blockquote>를 

사용, 젠테이션을 해 테이블이나 에 보이지 않는 GIF 이미지를 사용, 

헤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폰트를 바꾸기 해 <h2>, <h3>을 사용, <em>은 강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탤릭체 표 을 해 <em>을 사용

     - 스타일 사용함으로서 위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고 풍부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함 

    o 그림이나 그래픽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강화

     - HTML 이전 버전에서는 "alt"가 선택사항이었으나 4.0에서는 img와       

area에서는 반드시 “alt" 속성을 기술해야 하며, input과 applet에는 

선택 사항임

     - “title" 속성으로 이미지에 대한 간단한 기술이 가능

     - 이미지를 설명하는 외부 문서를 지정하기 위해 “longdesc" 속성 사용가능

     - caption 엘리먼트와 “summary" 속성을 통해 테이블을 설명 

     - 프레임 문서를 만들 수 없는 브라우저를 위해 noframe을 사용  

     - script 문서를 만들 수 없는 브라우저를 위해 noscript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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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어나 두 문자 표현을 위해 abbr(abbreviation)과 acronym 사용

    o 쉬운 Navigation 기능 채택

     - client-side image map에서 MAP 엘리먼트 내에 anchor(A)요소를 통해 활성 

영역 표시

     - "title" 속성 내에 A 엘리먼트를 통해 링크의 특징을 설명

     - “accesskey" 속성을 통해 키보드를 통해 링크나 폼 control 작동이 가능

     - “tabindex" 속성을 이용하여 동일 페이지 내 링크나 폼 control을 순차적

으로 이용

  (2) SMIL(synchronized multimedia language)에 있어서의 접근성 

    o 대체 표현 제공

     - alt, longdes, title, abstract 등의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표

현물에 대하여 단편 텍스트 제공

     - textstream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텍스트(음성에 대한 captions 

혹은 비디오 설명문 등)를 제공

     - switch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textstream 요소들 가운데 선택이 

가능

    o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선택 기능 제공

  
     - system-captions : 캡션 선택 기능

     - system-overdub-or-caption : overdub 혹은 subtitle 선택 기능

     - system-language : 언어 선택 기능 

     - system-bitrate : 엘리먼트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 bandwidth를 나타내며, 

사용자의 bandwidth 환경에 맞게 선택이 가능

     - system-screen-depth : 엘리먼트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screen 

color palette를 나타내며, 사용자의 모니터 환경에 적합하게 선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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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tem-screen-size : 엘리먼트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화면 

크기를 나타내며, 사용자의 모니터에 적합하게 선택이 가능

    o 내비게이션과 링크

     - 이미지 혹은 비디오 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a 혹은 anchor 엘리먼트에 

title 속성을 사용하여 텍스트 정보를 제공

     - 시간 의존적인 링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작동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하거나 시간 비의존적인 링크(정지 링크  목록 혹은 임시 내비게이션 

바들)를 제공

    o 레이아웃과 스타일

     - background-color를 사용할 경우 배경과 표현물간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해야 하고, 사용자가 배경 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a와 anchor 엘리먼트 내의 show 속성을 사용하여 링크된 내용물이 새로운 

창에서 보이게 할 때는 title 속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에서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3) CSS (Cascading Style Sheets)에서의 접근성

    o CSS를 통해 접근성 향상

     - CSS는 문서의 구조와 표현을 분리함으로서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 예를 들어, 문서의 단순 표현 효과를 위해 BLOCKQUOTE와 TABLE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위치 선정을 위해 1-pixel의 보이지 않은 이미지 사용도 방지 

가능(이는 다운로드 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요구하는 불편 초래), 폰트 혹은 색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글꼴을 위해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사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폰트나 색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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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호, 마크 등의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o 간격, 정렬, 위치선정(positioning)

     - text-indent, text-align, 'word-spacing' 'fond-stretch' 예를 들면, 

“H E L L O"으로 표현되면 음성낭독기 사용자는 이를 단어로 인지하기보다는 

개별 문자로 인지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word-spacing을 기능을 사용하여 

"HELLO"로 기술하고도 “H E L L O” 효과를 낸다면 음성낭독기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margin, margin-top, margin-right, margin-bottom, margin-left를 사용

하면 &nbsp를 사용하지 않고도 엘리먼트 주위에 적절한 스페이스를 둘 수 

있음

     - float, position, top, right, bottom, left를 사용함으로서 문서가 작성된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표현 효과를 낼 수 있음(이렇게 함으

로서 문서 표현 방식에 따라 문서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음성

낭독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문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음, 문서의 

의미가 표현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면 문서를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음성낭독기 사용자에게는 문제가 됨), position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서 

margin notes, side bars, 프레임효과, 단순 header 혹은 footer를 만들 

수 있음

     - empty-cells를 사용함으로서 빈칸을 표현하기 위해 무색의 스페이스나

&nbsp 사용을 피할 수 있음

    o 스타일의 사용자 선택 가능     

     - !important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제작자의 부여한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음

(CSS1에서는 제작자의 스타일이 사용자의 스타일에 우선하였으나 CSS2

에서는 사용자의 스타일이 제작자의 스타일에 우선함)

      * ie4에서는 브라우저 설정 중에서 "보기" - "인터넷 옵션" - "일반"

     - "사용자 서식" - "사용자 스타일 시트" 에서 사용자도 자신의 style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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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 nn4에서는 사용자 자신의 style을 지정할 수 없음

 

    o 의미 전달을 위한 콘텐츠 생성

     - :before, :after를 사용하여 엘리먼트의 시작 전과 혹은 후에 마크를 삽

입할 수 있음

     - cue, cue-before, cue-after를 사용하여 엘리먼트의 시작 혹은 전에 사운드의 

표현이 가능

     - 문서에 번호 혹은 기호 등의 부여가 가능

    o 음성 CSS 가능

     - 시각 장애인, 혹은 음성브라우즈 이용자들 위해 여러 가지 음성 변화 기능 

제공

     - volume : 음량 조절

     - speak :  콘텐츠가 읽혀져야 할지 그리고 단어로 읽혀져야 할지 혹은 

철자로 읽혀져야 할지를 결정

     - pause, pause-before, pause-after : 콘텐츠가 읽혀지는 전 혹은 후 잠시 

멈춤 기능 제공

     - cue, cue-before, cue-after : 비주얼 아이콘처럼 콘텐츠가 전 후에 음성 

신호를 제공

     - play-during : 바탕 음향을 제공

     - 'azimuth' 'elevation' : 음성 구분을 위해 음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을 

제공

     - speech-rate, voice-family, pitch, pitch-range, stress, richness : 

음색을 조절

     - speak-punctuation, speak-numeral : 숫자나 마침표가 낭독되는 방식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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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header : 표의 각 셀들이 낭독되기 전에 테이블 header의 낭독을 

제공

  (4) SVG(Scalable Vector Graphics)에 있어서의 접근성 

    o SVG의 장점

     - PNG 이미지는 확대하면 모양이 일그러지나 SVG 이미지는 확대해도 이미지가 

온전함  

     - GIF, PNG 이미지와 같은 raster image의 경우에는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정보를 제공할 수 방법 밖에 없음,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를 metadata 형태로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귀찮은 작업이어서 쉽지가 

않음

     - 그러나 SVG의 vector-graphic은 이미지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가 이미지의 한 

구성요소로 기술될 수 있음 

     - 그리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논리 컴포넌트나 개별 컴포넌트의 역할에 대한 

텍스트 설명이 가능

     - 동시에 SVG는 텍스트로 인코딩되어 있어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장애인도 

제작이 가능함

     -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CSS를 사용할 수 있어 엘리먼트의 시각적인 표현을 

고려하면서도 음성낭독기 사용자가 이해 가능하게 엘리먼트의 구조 및 

의미를 기술할 수 있음   

    o 이미지를 구성하는 개별 컴포넌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 전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구성하는 개별 

컴포넌트에 대하여도 텍스트 정보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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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미지 속에 텍스트 정보 삽입이 가능

     - 이렇게 함으로서 별도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시각장애인도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

    o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통제 

  (5) 웹 접근성 평가도구 개발현황

   1) Dream weaver 및 Ultra Dev

    o 2001년 5월 8일 버전 1.0이 발표, 저자인 Usable은 워드에서의 맞춤법 검사 

방식과 같이 쉬운 방법으로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체크하여 평가하도록 

프로그램화하였고, 문제 발생 시에 문제가 발생된 이유를 설명하고, 웹 

페이지의 수리 방법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2) 에니브라우저.컴(AnyBrowser.com)

    o 접근 가능성과 관련 도구로서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에서 볼 수 있으며, 

이미지는 ALT 텍스트로 대체, 또한 HTML 및 링크 확인, 검색엔진도구, 다른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검사 등을 수행 가능

   3) 바비(Bobby)

    o 수동 체크뿐만 아니라 자동 체크도 가능하며, 또한 웹 페이지를 분석하여 

다른 여러 브라우저와 호환이 가능한지 알려줌

     - Bobby를 다운로드받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CAST 사이트상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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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octor HTML

    

    o Tomas Tongue and Imageware 주식회사에서 1997년에 개발되었으며, 접근성을 

체크하는 기능은 최소화된 것(이미지상에서 알트키를 친다)이지만 링크를 

확인해 주고, 스펠 체크가 되며, Syntax도 일부 체크하여 줌

   5) W3C HTML validator

     

    o 문서에서 쓰이는 CSS의 타당성을 검사해 주는 것으로 W3C 서버 상에 인터

페이스를 통해 실행시키거나 다운로드받아서 자바 명령 라인에서 실행시킴. 

따라서 자바 비주얼 머신이 있으면 실행이 가능

   6) Insight

     
    o SSB 테크놀로지에서 개발되었고, 개발자가 접근 가능한 웹 페이지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디자인된 대화식 평가도구

    o 데스크톱과 서버 모두 실행되며, 윈도 95/98/00/NT, 리눅스, 유닉스, Mac 

OS에서 실행 가능하며, 공개 프로그램

   7) Webbot

     
    o W3C에서 개발하였으며, alt 애트리뷰트 중에서 빠진 것 또는 기타 특정 

anomaly를 알려 주는 프로그램 가능한 로봇

     - 파이프라이닝 feature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유닉스 또는 

윈도에서 지역적으로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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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W3C HTML Validation Service

     o SGML 파서 상에서 실행되는 손쉬운 HTML 타당성 검사 서비스로서, HTML 

문서가 W3C의 HTML에 대한 권장사항 및 다른 HTML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를 체크해 줌 

   9) Web Page Accessibility Self-Evaluation Test

     o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서 개발한 것으로, 27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수 응답이 가능하고, 영어 또는 불어로 응답할 수 있는 

설문조사로서 접근 가능성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4. 표준화 추진 현황 

 가. 표준화 추진과제(표준(안)/기고서) 작성현황

  (1) 국내 표준화 활동실적

번

호
표 안 명

표

기구

제안

연월

채택

연월

채택

구분

채택

번호

국가

표

제안

연월

채택

번호

1
한국형 웹 콘텐츠 

근성 지침 1.0
TTA 2003.12 2004.12 TTAS

TTAS.

OT-

10.0003

채택 2005.10

2

한국형 사용자 에

이 트 근성 지

침 1.0

TTA 2004.12 2005.2
과제

채택

2005-

187

3

한국형 웹 작도

구 근성 지침 

1.0

TTA 2004.12 2005.2
과제

채택

2005-

188

4
소 트웨어 근

성 지침 1.0
TTA 2005.12 2006.3

과제

채택

2006-

454

5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TTA 2005.12 2006.3

과제

채택

2006-

372

 ※ 2006년 12월 27일(수) TTA 총회에서 2번~5번까지 4개 지침이 단체 표 으로 채택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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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 활동

번호 회의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1 1차 회의 5.20 압구정동
문서 근성 표 화 작업을 한 내용  일

정 계획 수립

2 2차 회의 6.3 한국 자도서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주제발표

3 3차 회의 6.24 한 과컴퓨터
자문서의 스타일, 공공기 의 문서작성 스

타일, 한 의 스타일 주제발표

4 4차 회의 7.15 한 과컴퓨터
NIMAS(미국 문서 근성 지침), 인터넷 웹 

콘텐츠 근성 지침 주제발표

5 5차 회의 8.26 한 과컴퓨터
W3C XML 근성 지침, 역  역 역을 

한 XML 기반 기술 언어 정의 주제발표

6 6차 회의 10.14 한 과컴퓨터 문서 근성 표  안 작성

7 워크
10.27

~28

용인

정보기술
문서 근성 표 (안) 수정

8 7차 회의 11.24 KADO 문서 근성 표 (안) 수정

9 공청회 12.1 KADO 문서 근성 표 (안)에 한 문가 의견 수렴

  (2) 국외 표준화 활동실적

번호 기고서 명
표

구분

표 화

회의명

제안

연월
제안자

제안

번호

채택

구분

채택

연월

채택

번호

1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Pilot 

Project

보고서

2006

e-Gov 

Asia 

CIO 

워크

2006.4
홍경순

염상우

채택

(반 )
2006.4

2

Compliance and 

standardization of 

web accessibility in 

Korea

보고서

ASTAP 

11th 

Forum

2006.6 이윤희
채택

(반 )
2006.6

ASTAP06

/FR11/

WG.AU/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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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활동

구분 기타활동명 연도

한-일 협력 활동

o 한-일 정보통신 접근성 전문가 회의 개최(KADO)

 - 한국 및 일본 정부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 

및 법․제도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주요 활동 소개

 - 향후 한-일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협력방안 모색 등

o 한-일 웹 접근성 전문가 회의 개최(일본 IBM 접근성 연

구센터)

 - 일본 웹 접근성 표준화를 추진하는 JIS 멤버들과 상호 

협력방안 모색

2004

2005

한-미 협력 활동

o 미 유타대학교 WebAIM(Web Accessibility in Mind)과 웹 

접근성 협력방안 회의 개최

 - 참석자 : Cyndi Rowland(미국 유타대 장애인센터 부소

장), 박수현 교수(동서대), 김정호 팀장(엑스비전 테크

놀로지), 권석원 부팀장, 현준호 선임연구원(KADO)

2006

관련법 제정 및 

기본자료 제공
o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자료 제공

2005

2006

 다. 관련 국제기구 현황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국제기구로는 ITU, ISO/IEC/JTC1, W3C 등을 들 수 있으

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이 중 접근성 관련해서는 W3C WAI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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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관련 국제기구 현황

 

약 어 표준화 기구 홈페이지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정보통신표준은 ITU-T(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에서 담당

www.itu.int/ITU-T

ISO/IEC

/ JTC1

IS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JTC1 (Joint Technology Committee)

 ※ 2국제 표준화 기구가 정보기술에 관련하여 만든 단체 

(공동기술위원회)

www.jtc1.org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www.etsi.org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www.aptsec.org

ASTAP Asia 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www.aptsec.org/a

stap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ww.w3c.org

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

※ W3C 산하 접근성 관련 이니셔티브
www.w3c.org/WAI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www.ietf.org

NISO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www.niso.org

DAISY

Consort

ium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기술표준
www.daisy.org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연방통신위원회
www.fcc.gov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정보통신기술협회
www.tta.or.kr

 ※ W3C WAI에 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국제사실 표 화기구 동향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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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내 표준화 협력체계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표준화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민간기업, 해외 국제 

표준화 기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통신부, W3C, 

ISO/IEC/JTC1 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 국내의 표준화 단체, 학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4>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화 협력체계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산학연 전문기관산학연 전문기관

TTA 표준화 위원회
(웹 기술 연구반,

복지통신연구반 등)

TTA 표준화 위원회
(웹 기술 연구반,

복지통신연구반 등)

W3C 등의
국제 표준화기구
& 국가간 협력

W3C 등의
국제 표준화기구
& 국가간 협력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산학연 전문기관산학연 전문기관

TTA 표준화 위원회
(웹 기술 연구반,

복지통신연구반 등)

TTA 표준화 위원회
(웹 기술 연구반,

복지통신연구반 등)

W3C 등의
국제 표준화기구
& 국가간 협력

W3C 등의
국제 표준화기구
& 국가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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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의 표준화

1. 핵심 표준화 대상 기술

 가. 기술 개요

 본 보고서에서 검토되는 기술들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로 개발된 것은 아니며, 모두 일반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겨냥한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보편적 설계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접근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관련 기술 연대표(통합메시징)

단  계 내         용

도입단계

(1998-1999)

 - 통합메시징 서비스가 첨단 시장에 진출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에서 비즈니스 여행자, 소기업 및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가입자, 그리고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용

대중 

시장개발단계

(2000-2003)

 - 모든 비즈니스 및 일반고객 부문에서 통합메시징이 필수적인 것으

로 점차 인식됨

 -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가진 국가에서 전자메일의 이용이 많은 고객 

및 소기업에 통합메시징이 점차 중요하게 되어 진정한 대중시장이 

초래

첨단 

개인통신단계

(2004-2006)

 - 서비스들이 통합메시징 인터페이스에 기반을 두고 진정한 첨단 개

인통신 서비스가 되기 위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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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현황 및 전망

 가.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고령사회 진입 및 장애인 수 증가 등 사회적 약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공학 기술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보조공학 관련 기

술개발 예산은 2006년 8.6억원 수준으로 1998년 이후 약 46억원 지원되고 있다.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개발, 제품화가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어 원만한 기술개발 

및 생산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제품과 기술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외국 

기업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부분 영세 유통망이나 협회 및 공공지원단

체에 의해 유통됨에 따라 주 소비자층인 장애인․고령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

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6.11).

년도 98 00 01 02~05 06 합계

산 129 307 22 3,279 861 4,598

<표 9> 복지부의 보조공학 련 기술개발 지원 규모       (단 :백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황, 2006

 나. 국외 시장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시장은 ① 현재 접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근 기

술 사용의 확대(접근성 옵션/유틸리티와 보조 기술 제품), ② 여러 종류의 컴퓨

터 사용자 중 접근 기술 사용자의 확대, ③ 접근 기술 사용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컴퓨터 사용자의 증가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에는 약 6,600만 명이 접근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7,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Microsoft, 2003).

 미국의 복지기기 연구개발 예산은 2006년 1억 7백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100배 

규모이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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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00 01 02 03 04 05 06

산 85 100 110 109 106 107 107

<표 10> 미국의 복지기기 연구개발 산(NIDRR)     (단 :백만달러)

 ※ 기술개발지원 : RERC 로그램을 26개 연구센터에서 운

    RERC :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s

 일본의 2004년도 복지기기 산업의 시장규모는 전체적으로 1조 1,821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되었다(日本福祉用具․生活支援用具協會, 2006).

3. 기술개발 현황

 가. 국내기술 개발현황

  (1) 음성 인식

    o 국내에서도 1980년도에 들면서부터 본격적인 음성인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져 오고 있음 

     - 개발된 시스템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동통역시스템, 한국통신의 

증권정보 안내시스템, 삼성전자의 음성구동 퍼스널 컴퓨터, 음성구동 

셀룰러폰(삼성, LG), 음성메모장치 등이 있으며 현재 성능개선 또는 상용화 

중에 있음 

     - 또한 음성에 의한 로봇 제어에 관한 연구, 음성에 의한 자동항법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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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국과학기술원 음성언어연구실에서는 Triphone 모델을 인식 단위로 한 화자

독립 연속음성인식에서 3,000단어 규모의 연속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어인식률 92.19%, 문장인식률 67.8%를 달성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는 1995년부터 Human-Computer Interface를 위한 음성 

입/출력 처리에 관한 연구로 5,500 단어 규모의 연속음성 번역 시스템 (한

국어-영어, 한국어-일어)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한-영 번역 시스템에서 

평균 79.1 %의 변환율 획득

     - 또한 multimodal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o 한국통신에서는 증권정보 안내시스템과 함께 호텔예약 작업에 대한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여 총 30,204 어절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92.3 %의 변환

율을 얻고 있으며, 말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여러 사람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과학기술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난 98년 출범한 

뇌과학연구사업단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국내에서 개발

    o 삼성종합기술원과 일본 히타치중앙연구소가 2002년 월드컵대회를 겨냥해서 

일종의 휴대전화용 한․일 자동통역기인 ‘휴대용 여행자 통역시스템’ 개발 

    o 최근 들어 인터넷 대중화와 더불어 많은 회사들이 보이스 포탈(Voice 

Portal)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의 정보를, 또 기타 부가 

서비스를 음성을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음 

    o 또한 700번 전화서비스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온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시스템이 점차 음성인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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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은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음성을 인식하여 기계가 받아 적는 이른바 

STT(Speech-To-Text) 기술도 선보이고 있는 실정

    o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홈페이지 작성에 필수불가결인 웹 디자인이 유행인 

것처럼 음성인식시스템에도 디자인이 도입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부각

    - 즉 GUI(Graphic User Interface)에서 WUI(Web User Interface)로 이어지며 

새롭게 SUI(Speech User Interface)가 주목 

  (2) 음성 합성

   o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포만트 합성법을 이용한 한국어 규칙 합성 시스

템의 구현에 관한 연구 및 반음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MPLPC(Multi-Pulse Linear Prediction Coder) 무제한 단어 합성기가 학계에

서 개발되었고, 업계에서는 LPC를 이용한 무제한 합성기(명칭: 가라사대)가 

PC 플랫폼에서 하드웨어로 개발되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되었음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LSP(Line Spectral Pairs)와 반음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합성시스템(글소리-I)을 개발, 이를 교환기의 오디오텍스에 적용한 

바 있음

    - 특히 1992년에 기존의 분석합성법과 다른 TD-PSOLA 방식을 적용하여 매우 

명료한 합성음을 생성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시스템(글소리-II)은 

Windows95, UNIX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만으로 구동되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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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자 우편 낭독시스템

   o 1985년 천리안 서비스로 시작하여 90년대를 거쳐 컴퓨터 통신망에서의 전자

메일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o PC 통신의 총매출액 중 대화실(21%), 취미․오락(18%), 공개자료실(13%) 다음 

순으로 전자게시판과 전자우편이 이용되고 있음

   o 1999년 초 휴대용 전화 전용 전자우편 낭독 서비스 시작. 1999년 8월 ETRI

에서 PC기반으로 공중 전화망에서 전자우편 낭독시스템 개발

 나. 국외기술 개발현황

  (1) 음성인식

   o TMA Associates(1999)에 따르면, 세계 음성인식 시장은 2001년부터 매년 2

배씩 증가하여 2004년에 이르러서는 7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음성인식 기술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예를 들어, 콜

센터 응용, 금융 분야, 자동통역, 의료용, 음성다이얼, 보이스포털, 게임, 

완구 등)

   o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미 국방성의 주도에 의한 ARP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속음성인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진행되던 중, 1984년부터 

DARPA 프로젝트로 바뀌어 대용량 어휘 음성인식 및 구어체 언어 이해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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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인식과 더불어 터치스크린, 제스처, 문자인식, 얼굴표정, 눈동자 움

직임 등의 비음성 의사표현 수단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에이전트에 관한 연

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유럽에서의 음성인식 기술연구는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o 영국 Cambridge 대학에서는 HMM과 MLP(Multilayer Perceptron) 기반의 

ABBOT 시스템을 개발하여 1997년 DARPA Hub4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인식실험

에서 72.9 %의 단어인식률을 얻었음

   o 미국 Texas Instruments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확장

하여, 일본어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SAM(Speech - Aware 

Multimedia)을 개발하여 평균 91.5 %의 문장인식률을 얻었음 

    - 또한 전화채널을 통한 10연속 전화번호 인식에서 화자 적응화 후 99.0 %의 

단어인식률과 94.3 %의 문장인식률을 확보

   o 일본의 경우 1986년 이래 15년간의 장기 계획으로 자동 통역전화 개발을 추진

    - 1987년에는 국가 주도에 의한 인간과 기계화의 구어체 대화를 목표로 하는 

"Advanced Man-Machine Interface Through spoken Language" 계획이 시작

되어 대화체 언어이해 및 소음환경에서의 음성인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결과 도출

    - NTT에서는 음성에 의한 홈뱅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화를 통하여 7연속 숫자, 

은행 이름, 돈 액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약 85 % 의 인식률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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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성합성

   o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기술저널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지’가 21세기 

과학과 기술을 선도하게 될 젊은 지성 100인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발전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향후 10년간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

    - 미국이 세계시장의 70%를, 기타국가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 

      (출처 : 보이스텍 홈페이지, 2003. 3)

     ※ 주요업체 : Speech Works, Nuance, L&H, Philps, Lucent 등

   o 1939년 벨연구소의 Dudley가 분석/합성법을 제안한 이후 1960년에는 Fant는 

‘음성이 어떻게 발생되는가'하는 음향 이론(acoustic theory)에 바탕을 둔 

발생학적 모델링을 제안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

   o 1968년에 이르러 디지털 컴퓨터를 합성에 도입, 합성 방식도 병렬 포만트 

방식과 직렬 포만트 방식이 결합하게 되었고, 유성음화된 마찰음과 같은 

세밀한 음성도 모델링 되었으며, 다양한 제어 파라미터도 추가

   o 1973년에 Holmes는 기존의 병렬 포만트 방식과 음원 모델을 사용해 매우 자연

스러운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1984년에 실시간으로 동작되는 

칩으로 구현된 바 있음 

   o 1984년 새로운 음원 모델을 사용한 Infovox SA-101 음성 합성기가 개발했고, 

1985년에는 Klatt가 수학적 모델에 의한 음원을 적용했으며, 1986년에는 

Fujisaki가 영점을 첨가한 음원 모델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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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금까지의 음성 합성의 발전은 음성 스펙트럼의 단순 모방부터 음성 발생 

과정의 모방으로 진화됐으며,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신호 처리에 

의한 음성 신호의 분석에 의한 표현으로 발전 

 

  (3) 전자우편낭독시스템

   o 전자우편 낭독 시스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상용화되어 음성합성 시장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o 일본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자메일 이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자메일을 

사용하는 기업은 62%이지만 전자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97.5%가 긍정적으로 

반응, 향후 보급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o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96년 620만 명에서’ 97년 975만 명에 이르며 

이후에도 매년 20～30% 증가해 2000년에는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법인의 전자메일 도입률은 97년 말 6%에서 2000년 말에는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o 자바로 만들어진 전자우편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전자우편 응용 프로그램 

제작이 편리해지며 전자우편 서비스의 다양화로 종합 정보에 대한 주문형 

멀티미디어 메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4) 무선 통신기기

   o 아날로그 제품

 

    - Audex사의 경우 아날로그 셀룰러 전화기와 보청기간 양립할 수 있는 것과 

아날로그 cellular 전화기의 오디오 포트를 통해 작업할 수 있는 간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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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전화기(TTY)를 개발

    - Ultratec과 Ameriphone사는 셀룰러 전화기에 접속할 수 있는 오디오 포트를 

가진 이동 TTY를 출시

    - 모토롤라의 경우 직접적으로 TTY에 연결할 수 있는 adapter를 개발함 

   o 디지털 제품 및 보청기

    - Nokia에서는 보청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t-coils을 

가진 보청기와 전화기로 이루어지는 loopset을 개발

     ․ 이 loopset은 핸즈프리 기능과 보청기에서 떨어진 벨트 또는 주머니에 

착용이 가능

     ․ AT&T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기능을 가진 무선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모토

롤라에서도 2000년에 neckloop을 소개

    - 1999년에 Lucent Technologies는 무선 서비스의 음성 경로를 통해 TTY를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 이 솔루션은 CDMA와 TDMA로 발전했고 Ericsson's GSM 솔루션을 개발 

  (5)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TRS)

   o 미국은 2000년 7월 21부터는 TRS 이용 편익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711이라는 

간편한 다이얼링을 통해 TTY 사용자와 일반인간의 Relay 서비스를 제공

    - 미국은 TRS 서비스를 확대하여 2000년 2월부터는 발성이 부정확한 언어

장애인을 위해 Speech to Speech Relay Service, 그리고 스페인어 사용자

를 위한 Spanish Relay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화사용자를 위한 

Video Relay Interpreting Service(비디오 중계해설 서비스)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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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 중계해설 서비스는 영어와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비디오 중계해설 서비스는 384kbyte 속도의 비

교적 값싼 ISDN을 사용함

   o 영국 역시 전화번호 앞에 1-8001 혹은 1-8002를 누르기면 하면 되며, 교환원이 

즉각 중계서비스를 실시

   o 통신중계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음성 위주의 통신중계서비스는 화상통화라는 멀티미디어가 첨가될 전망

    - VRIS와 같은 비디오를 이용한 중계해설 서비스가 상용화될 기술적인 기반과 

청각장애인의 오랜 수요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용요금에 대한 고려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 그리고 자연언어처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

으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중계원(agent)이 개입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사람이 제외되는 자동처리 방식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러나 이 경우는 

오류의 정도에 따라 사용성이 결정될 것임 

   o 일본은 自立Com외 2개 회사에서 T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TRS 시스템 중 自立Com(JiritsuCom)의 경우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문자단말기 등의 특수 제품이 필요하지 않으나, 컴퓨터 보유는 필요함 

     ․ 기존 전화망을 사용하지 않고, 웹상의 IP Phone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 

     ․ 가입자에게 월정액(1,000엔)으로 서비스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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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개발비용의 50%를 지원함

4. 표준화 추진 현황 

 가. 표준화 추진과제(표준(안)/기고서) 작성현황

  (1) 국내 표준화 활동실적

번

호
표 안 명

표

기구

제안

연월

채택

연월

채택

구분

채택

번호

국가

표

제안

연월

채택

번호

1
융 자동화 기기 

근성 지침 1.0
TTA 2005.12 2006.3

과제

채택

2006-

373

2

휴 화기 키패

드 근성 지침 

1.0

TTA 2006.12

3
리모트 컨트롤 

근성 지침 1.0
TTA

2007 

정

 ※ 2006년 12월 27일(수) TTA 총회에서 1번 융 자동화기기 근성 지침이 단체 표

으로 채택 정임

  a.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 활동

번호 회의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1 1차 회의 7.11 KADO 휴 화기 근성 표 화 범  설정

2 2차 회의 7.20 KADO
휴 화기 근성 표 화 범  설정  회사별 

UI 공통  분석

3 3차 회의 9.26 KADO 휴 화기 키패드 근성 표 안 검토

4 4차 회의 9.29 KADO 휴 화기 키패드 근성 표 (안) 검토

5 5차 회의 12.13 KADO 휴 화기 키패드 근성 표 (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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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리모트 컨트롤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 활동

번호 회의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1 1차 회의 10.25 매리어트호텔
리모트 컨트롤 근성 표 화 제정 가능 여부 

검토

2 2차 회의 11.8 KADO
리모트 컨트롤 근성 표 화 범 설정  향

후 표 화 방안 논의

 ※ 리모트 컨트롤 근성 표 화 작업반은 계속 운 하여 2007년에 표 (안) 상정 정

  (2) 국외 표준화 활동실적

번호 기고서 명
표

구분

표 화

회의명

제안

연월
제안자

제안

번호

채택

구분

채택

연월

채택

번호

1

The Status and 

Future Plan of 

TRS(Telecommunicat

ion Relay Service) 

in Korea

보고서
APEC

TEL33
2006.4 최두진

채택

(반 )
2006.4 eIPD/024



- 59 -

제 3 절 정책

1. 국내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동향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포럼 지원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법․제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는 법․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

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 접근과 관련이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

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등을 살펴보고, 특히 접근성 전반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개정 2006.10.4) 제 16조(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

정보통신의 실현) 2항에서는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

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10.4) 제 7조 (장애인․노령자의 정

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노령

자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조 3항에서는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2001. 4월 개정) 제 20조(정보에의 접근)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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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99. 1월 개정) 4조(접근권)에

서는 장애인등이 시설과 설비 및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하

였다. 

<표 11> 정보통신 접근성 권장지침 주요사항 

 

 o 제 1조 (목적) : 이 지침은 장애인․노인 등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와 정보통

신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권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o 제 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정보통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노
인 등의 사용이 가능한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또

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노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웹 문서 제작을 권고함

 o 2장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 : 9조(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10조(반응시간의 보완), 11조(시력의 보완 및 대체), 12조(색상 식별

능력의 보완), 13조(청력의 보완 및 대체), 14조(음성입력의 대체), 15조(인지능력

의 보완)

 o 3장 (웹 문서에 관한 설계 지침) : 16조(그래픽 및 청각 정보의 보완), 17조(색상 식

별 능력의 보완), 18조(반응시각 및 움직임의 보완), 19조(독립적인 접근), 20조(적

절한 문서 형식의 사용), 21조(프레임의 사용), 22조(표의 사용), 23조(외국어 사

용), 24조(탐색과 이동), 25조(새로운 기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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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지원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동향, 표준화,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간의 정보교류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2002년 5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장 손연기)”의 창립을 지원하였다. 본 포럼은 크게 

정책, 정보통신, 웹 접근성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2005년에는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실태조사, 국내외 스크

린리더 비교연구, 국내 소프트웨어의 단축키 실태를 조사하였다. 2003년에는 웹 

접근성 인식실태를 파악하였으며, 2004년에는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 실태 평가 및 

지침 보완 등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

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도 역시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정보통신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홍보활동

을 하였다.

2. 국외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동향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설계

하는 과정부터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되는 모든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및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로 맡겨 둘 경우에는 시장성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시 고려사항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를 우려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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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국 

 1988년 장애인기술지원법(Technology 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은 정보통신기술이 장애인의 재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의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4년 개정되면서 관련 기술의 이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실험실과 

국립장애 및 재활연구소(NIDDR :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와 연계하였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은 고용, 공공서비스, 

공중 이용시설, 통신, 교통수단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용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전화 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중계서비스(TRS :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와 자막 

및 화면 해설 방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 개정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은 255조에서 정보통신 장비․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쉽게 달성될 수 있다면, 장애인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 개발, 제조,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을 개정하면서 통신법 255조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보다 한층 더 강한 요구를 연방정부에 부과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장애인용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를 확장시켰다. 재활법 508조는 연방 우편업무를 포함하여 

연방부처나 기구가 전자 및 정보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사용할 때는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 

직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지나친 부담이 될 때에는 연방부처나 기구가 

장애인이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001년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이에 대한 필요지침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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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국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통해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 하는 것,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9년 말에는 영국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e-Envoy에서는 영국 정부의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2000년 2월 제정된 지침(Code of Practice)에는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향상 

수단으로 Speech-to-text 전환 서비스, 화면 자막 서비스, 영상물에 대한 수화 

통역 서비스, 문자 전화기, 영상 전화기 제공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낭독기능 제공, 음성테이프를 통한 정보제공, 시각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웹 사이트 구축, 화면 해설 서비스, 문자 및 화면확대 기능 제공 등을 예시

하고 있다. 2004년 10월부터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의 장애인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호주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 차별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무장관에게 각 영역별 표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실천 계획 수립을 권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을 위해서는 인권 및 동등기회 보장위원회(HEROC: 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가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의 가이드라인을 표준

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64 -

 이와 더불어 청각장애인을 위해 National Relay Service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정보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각 통신회사들이 분담

하는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의무 사업자인 Telstra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전화기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상보급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서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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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2007년도 주요 계획

제 1 절 2007년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연구목표

 2007년은 본 포럼의 활동 6차 년도에 해당되는 해로서 2006년에 이어 좀 더 적극적인 

정보통신 접근성 인식제고 및 향상에 힘쓰는 해가 될 것이다. 세미나,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인식제고에 힘쓰고,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접근성 

관련 표준안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2002년 1월 제정된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다.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실태를 파악하고 권장지침에 

대한 평가방법을 더욱 심화시킬 예정이다.

 웹 접근성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의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 및 국내 실정에 더 부합하는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웹 관련 지침에 따른 체크리스트와 구체적 제작 기법 

등 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

이다. 또한 2006년에 단체표준으로 상정한 ‘문서 접근성 지침 1.0’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과 모바일 환경의 대두에 

따른 연구를 주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웹 2.0 등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2006년 실시한 휴대전화기 키패드에 대한 표준화에 이어 

휴대전화기 화면에 대한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 

하반기부터 작업반을 운영해 온 ‘리모트 컨트롤 접근성 지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단체표준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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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행 과제 내용

1. 정책 분야

 2002년 1월에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이 제정되고, 2005년 12월에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정보통신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되었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통해 본 표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평가 실시, 지침 준수 제품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예를 들면 접근성 준수 제품에 대한 마크 부여 등)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노력들을 2007년에는 본 정책 분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국내 웹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5년, 2006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웹 접근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웹 접근성을 모두 준수하는 웹사

이트는 아직 없는 현실이다.

 이에 국내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6년 실시된 웹 접근성 전문교육의 커리큘럼의 적절성 등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효과적 교육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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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 분과에서는 2006년까지 계속해 온 휴대전화기, 금융 자동화 기기(ATM) 

등 정보통신 제품의 표준화 작업을 발전시켜 아래와 같은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 추진한 휴대전화기와 관련된 세부 표준들을 지속적으

로 작업할 예정이다.

 가. 휴대전화기 화면 인터페이스 접근성 표준화

   2006년 추진한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표준을 기반으로, 휴대전화기 화면 

인터페이스 접근성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표준은 확산되고 있는 휴

대전화기 서비스를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용

자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관련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본 표준화를 위해 SKT, LG Telecom, KTF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와 삼성전

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휴대전화기 단말기 업체, 장애인 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나. 리모트 컨트롤 접근성 표준화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리모트 컨트롤의 활용에 어려

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트 컨트롤의 인터페이스 제

작 및 제공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2007년에는 우선적으로 본 표준은 리모트 컨트롤 중 TV로 한정하고, 표준화 작

업에는 시각, 정신지체 등 장애인 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 등 리모트 

컨트롤 제작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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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및 S/W 분야

 2007년 웹 접근성 분과에서는 2006년에 표준화 작업을 하여 단체표준으로 상정한 

‘문서 접근성 지침 1.0’을 홍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

획이다.

 또한, 2005년 12월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을 현 기술 및 국내 실정에 맞게 버전업하여 2.0으로 개발하고, 기존 지침에 대

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사용례를 마련하여 국내 웹 개발자 및 프로그래머에

게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과 모바일 환경의 대두에 따른 연구를 주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웹 2.0 등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는 기회를 가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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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 

전체가 정보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 등 정보 선진국은 장애인, 노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표준화는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 접근성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민간,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표준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함께 

누리는 정보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본 포럼을 2002년 5월 창립하

였다. 창립이후, 표준화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인식제고,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2년 이후 포럼 운영을 통해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 정보 등을 기

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7년에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 6차 년도에 해당하는 해로써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표준화작업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것이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버전업 작업, 휴대폰 등 주요 정보통신 제품 등의 접근

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정․보완해 나아갈 것이다.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에 

관련된 국내외 기술 표준화 및 관련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의 현황 등을 파악

하여 장애인 및 노인 등이 보다 자유롭게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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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워크숍/

세미나명

개최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

IT Forum 

Korea

2006

4.13 COEX

o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김석일 교수, 충북대)

o 디지털 음성도서(DAISY) 지침 1.0(육근해 관장, 

한국점자도서관)

o 금융 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현준호 선임연

구원, KADO)

2
2006년도 

총회 세미나
5.30 KADO

o W3C 국제 표준화 동향(김석일 교수, 충북대)

o 장애인 행태 분석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1. 회의 및 세미나/워크숍 개최 

    가. 총회

     
     o 일시 및 장소 : 5. 3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o 주요내용 : 보고안건 1건(2005년 사업실적) 의결

                 심의안건 2건(2006년 사업계획, 의장선출) 의결

                 세미나 개최

    나. 위원회 운영(운영위원회)

     o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4. 4

      - 주요내용 : 2006년 포럼 예산 활용, 국제 표준화 참가 등 운영방향 논의, 

2006년 표준화 관련 작업을 위한 논의 등

    다.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o 워크숍 개최(1회)

      - 문서 접근성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0. 27 ~ 28, 용인 현대정보기술

       ․ 주요내용 : 문서 접근성 표준 초안 작성

     o 세미나 개최(6회)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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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워크숍/

세미나명

개최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미들웨어(박수현 교수,동서대)

o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웹 접근성 향상 - 책 

읽어주는 도서관 구축 사례(심우섭 팀장, LG상남

도서관)

3

웹2.0 

시대의 웹 

접근성 제고 

전략세미나

6.29 섬유센터
o 웹 개발자, 디자이너 등 실무자들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 제시

4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현황과 

대응방안

8.18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o 장애인 웹 접근성 현황 및 대책(홍순희 사무관, 

MIC)

o 민간부문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홍순구 교수, 

동아대)

o 민간부문 웹 접근성 준수 제고방안(김중태 원장, 

김중태문화원)

o 민간부문 웹 접근성 제고 방안 토론회

5

청각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세미나

11.3 KADO

o 청각 장애인을 위한 차세대 휴대전화 서비스 표

준화 전략(장중혁 대표이사, 코인미디어랩)

o 국내외 통신중계 시범서비스 실시 현황(염상우 

전임연구원, KADO)

o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방안 

토론회(전문가 7인)

6

웹 접근성 

준수 실무 

세미나

11.29
코스모타워

상상아트홀

o 웹 개발자, 디자이너 등 실무자들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실무적인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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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표준화전문가 참가활동 지원

국제회의명 기간
참석자

(소속)
연락처 참가 목 회의 주요내용

제15차 

W3C 국제 

컨퍼런스

’06.5.21

~27
김석일 043-261-2328

W3C WAI 

표 화 

동향 악

․W3C WAI의 표 화 동

향 악  문가들과

의 인  네트워크 구성

NASRA 

컨퍼런스

’06.9.4

~11
민홍기 032-770-8284

TRS 

련기  

방문  

세미나 

참가

․통신 계서비스 련 컨

퍼런스 참석

 ※ W3C, NASRA 국제 세미나시 사무국인 KADO 직원이 각 1명 동행하 으며, 

이는 KADO 산으로 집행

  3. 세부과제

   가. 정책분과

    o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실시

   나. 정보통신 분과

    o 휴대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휴대전화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

는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작업반 회의 5회

     - 주요내용 : 휴대전화기 제조업자 및 관련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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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반사항, 즉 보편적 설계, 호환성, 권장사항 등과, 휴대전화기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을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6년 표 안을 작성하여 12월 TTA에 상정

    o 리모트 컨트롤 접근성 지침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리모트 컨트롤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트 컨트롤의 인

터페이스 제작 및 제공을 위한 표준

      ․ 작업반 회의 2회

      ※ 2006~7년 표 안을 작성하여 2007년 TTA에 상정

   다. 웹 접근성 분과

    o 문서 접근성 지침 1.0

     -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만들기 위한 지침으로 장애인들이 전자문서의 내

용을 이해하거나 점자코드 등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기계화하거나 

그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작업반 회의 7회, 워크숍 1회, 공청회 1회 개최

      ※ 2006년 표 (안)을 작성하여 12월 TTA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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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준화 추진과제(표준(안)/기고서) 요약서

    가.  2006년도 포럼 표준화 추진과제(표준안)

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표준(안)명 - 국문 : 문서 접근성 지침 1.0

- 영문 : Docum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표준 상태 ①포럼표준개발중□, ②포럼표준제정완료□, ③TTA단체표준제안
예정□, ④TTA 단체표준 제안□, ⑤TTA표준과제채택□, 

표준화 내용요약 접근성이 있는 전자 문서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 원리

 1. 표준의 목적
  본 지침은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만들기 위한 설계 원리를 개괄한다. 만일 본 지침에서 제시
하는 원리를 무시하고 전자문서를 제작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전자문서에 접근하거나 변
환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본 지침에서 제시한 원리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
작한다면 적절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전자문서에 접근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2. 추진 경위
 ① 포럼표준개발 시작일 : 2006. 5월
                 종료일 : 2006. 12월
 ② TTA단체표준 제안일 : 2006. 12월

 3. 대상 및 범위
  본 지침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전자문서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지 기반의 전자문서는 
비록 이미지가 텍스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 번역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이 아니므로 본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내용요약
  본 지침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출판물용 전자문서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
여 기술하고 있다. 이 지침을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최소한의 기준을 
지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전자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점자코드 등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과정
을 기계화하거나 그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자문서 내에 사진, 그래픽 이미지 또
는 도표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들 정보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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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은 6개의 지침과 12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검사항목은 요구조건, 용어
설명, 적용방법, 적용시 장점,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지침 1. 전자문서의 모든 텍스트 아닌 개체에는 설명문을 추가한다.
  지침 2. 전자문서의 색상 정보는 부수적이어야 한다.
  지침 3. 전자문서는 정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4. 전자문서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지침 5. 전자문서는 이동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침 6. 전자문서는 컴퓨터의 접근성 기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표준은 장애인이 전자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작성된 전자문서를 쉽게 점자로 변
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표준이므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참고자료

  - W3C WAI,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1999
  - W3C WAI,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Working Draft", 2006
  - W3C WAI, "UAAG(User Ag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2002
  - W3C WAI, "ATAG(Authoring Tool Accessibility Guidelines) 1.0", 2000
  - NIMAS 1.1 Technical Standard
  - DAISY/NISO Z39.86(Specifications for the Digital Talking Book)

국내외 표준과 관련성  KICS, KICS.OT-10.0003,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2005.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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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표준(안)명 - 국문 :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 영문 : 

표준 상태 ①포럼표준개발중□, ②포럼표준제정완료□, ③TTA단체표준제안
예정□, ④TTA 단체표준 제안□, ⑤TTA표준과제채택□, 

표준화 내용요약
본 표준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휴대전화기 
활용에 여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키패드 인터페이스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휴대전화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추진 경위

 ① 포럼표준개발 시작일 : 2006. 7월
                 종료일 : 2006. 12월

 ② TTA 단체표준 제안일 : 2006. 12월

 3. 대상 및 범위

   본 표준이 적용되는 휴대전화기 및 키패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휴대전화기(게임, 디지털카메라, DMB 등의 특수 목적용으로 제작된 휴대폰 제외)
  2) 표준형 숫자키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3) 표준형 휴대전화기 키패드의 기능키와 숫자/문자키 

 4. 내용요약
  
  본 표준은 크게 2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첫째는 휴대전화기 제조업자 및 관련 이동통신 서비
스 제공자가 준수해야할 일반사항(General), 즉 보편적 설계, 호환성, 권장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는 휴대전화기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Technical 
specifications)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사항은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권
장지침”의 제2절의 구성을 준용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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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대효과

 본 표준은 국내의 휴대전화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
이다.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해외 시장 진출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등에서 제시하듯이 반드시 장애인 등을 고려한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표준은 국내 
휴대전화기 업체가 해외 시장 진출 시에 겪게 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것이다.

Reference  참고자료
 - 36 CFR Part 1 1 93 "Telecommunication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1 998)" section 

1193. 1 Purpose, section 1193.41 Input, Control, and mechanical functions, section 1193.43 

Output, Display, and Control Functions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근성 향상을 한 권장지침[정보통신부 고시, 2002. 1]

국내외 표준과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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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6년도 포럼 표준화 추진과제(기고서)

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기고서 명 - 영문 명 : The Status and Future Plan of TRS(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in Korea

작성자 인적사항
성명 최두진 소속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직급 센터장 대표

연락처 02-3660-2620

제출 표준화 
기구

기구명 APEC 관련기술
위원회

회의명  APECTEL33 회의기간 2006. 4. 23
장소 캐나다 캘거리

표준화 내용요약 통신중계 시범서비스의 현황 및 전망
 
1. 작성배경 및 목적
 o 한국의 통신중계 시범서비스 소개 및 현황자료 설명

2. 기고서 내용
 o 통신중계서비스 소개(개념, 연혁)
 o 한국의 통신중계 시범서비스 소개, 통계자료
 o 통신중계 시범서비스의 미래 전망

3. 중요도
 o Report

Reference  참고자료

국내표준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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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기고서 명 - 영문 명 :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Pilot Project

작성자 인적사항
성명 홍경순

염상우 소속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직급 팀장
전임연구원

대표
연락처 02-3660-2578

제출 표준화 
기구

기구명 NECTEC 관련기술
위원회

회의명  2006 e-Gov Asia CIO 
워크숍 회의기간 2006. 4. 28

장소 태국 방콕
표준화 내용요약 통신중계 시범서비스의 소개
 
1. 작성배경 및 목적
 o 한국의 통신중계 시범서비스 소개 및 현황자료 설명

2. 기고서 내용
 o 통신중계서비스 소개(개념, 연혁)
 o 한국의 통신중계 시범서비스 소개, 통계자료
 o 통신중계 시범서비스의 미래 전망

3. 중요도
 o Report

Reference  참고자료

국내표준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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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기고서 명 - 영문 명 : Compliance and standardization of web accessibility in 

Korea

작성자 인적사항
성명 이윤희 소속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직급 전임연구원 대표

연락처 02-3660-2691

제출 표준화 
기구

기구명 ASTAP 관련기술
위원회

회의명  ASTAP 11th Forum 회의기간 2006. 6. 14
장소 태국 방콕

표준화 내용요약 한국의 웹 접근성 준수 및 표준화 동향
 
1. 작성배경 및 목적
 o 한국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와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국외 지침 제정시 국내 지

침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

2. 기고서 내용
 o 한국의 정보화 및 정보격차 현황
 o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소개
 o 한국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 및 표준화 동향
 o 국내 지침 소개

3. 중요도
 o Report

Reference  참고자료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국내표준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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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장단 및 회원명부 작성

  o 의장단

구분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비고

의장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2-3660-2600/1 ygson@kado.or.kr

정책

분과위원장
조주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053-950-5220 June@mail.knu.ac.kr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
김석일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043-261-2328 ksi@chungbuk.ac.kr

정보통신

분과위원장
민홍기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032-770-8284 hkmin@incheon.ac.kr

  o 회원명부

 <표 12> 정보통신 근성 향상 표 화 포럼 기 회원 황

(2006년 12월 현재)

구분 회원사명 담당자 구분 회원사명 담당자

1 삼성전자 반영환 16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2 한국 IBM 우연환 17 사회정보통신연구원 최동찬

3 LG 전자 권오성 18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한승진

4 한빛소프트 이용식 1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5 이트렉인포다임 박기범 20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백남중

6 솔루웹 함병훈 2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인수

7 보이스웨어 한정희 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강찬

8 디지털로드 이은승 23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서인환

9 아이컴시스템즈 문두영 24 성균관대 HIRL 이성일

10 힘스코리아 윤양택 25 한국정보사회연구원 권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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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원사명 담당자 구분 회원사명 담당자

11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남혜운 26 스페이스 인터내셔널(주) 장연태

12 복지정보원 한덕연 27 충북대학교 병렬처리연구소 김석일

13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28 AD 정보통신(주) 박호성

14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29 (주)넷피아닷컴 이수정

15 (주)플레이에듀테인먼트 이진우 30 (주)케익소프트 신원철
 

 3. 참고문헌

  o 이성일(2000)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설계에 관한 연구

", 대한산업공학회, 20권 4호, 402-410.

  o 이성일(2001) “정보격차 해소와 접근성 보장지침의 필요성”, 정보격차해소

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발표자료.

  o 이연숙(2001)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해", DESIGNnet, 46권 7월호, 22-27. 

  o 일본 우정성(2000) “21세기 정보 장벽 해소를 위한 환경 정비 과제”.

  o 일본 우정성․후생성(2000) “고령자․장해자의 정보통신 이용에 대한 인적 지원 

및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방책”.

  o 조주은(2001)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제도 분석”, 미발표원고.

  o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2001) “정부부처 웹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보고

서”,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o 한국전산원(1997)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o 한국전산원(2005) “2005년 한국인터넷백서”.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2) “전세계 통합메시징 시장 동향”, ITFIND 주간기

술동향, 권호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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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국정보문화센터(1998a) “복지정보통신 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o 한국정보문화센터(1998b) “복지정보통신 연구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o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2003 웹 접근성 인식현황 실태조사”.

  o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2005 웹 접근성 실태조사”.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2)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3)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4)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5)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o Benyon, D., Crerar, A. and Wilkinson, S. (2001)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clusive Design", In C. Stephanidis (Ed.), User Interfaces for All 

: Concepts, Methods, and Tool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o Bevan, N. (2001) "Quality in Use for All", In C. Stephanidis (Ed.), 

User Interfaces for All : Concepts, Methods, and Tool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o Cabán, J. A. (2000) "Alternatives for Access and Use of Spanish 

Language Assistive Technology Equipment by Individual with Visual 

Disabilities", CSUN 2000 conference.

    http://www.csun.edu/conf2000/proceedings/0187Alvarez_Caban.html.

  o Cobut et al. (1991) “Policy and Legislation", von Tetzchner S.(ed), 

Issues in Telecommunication and Disability, Luxemb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o Cunningham, C. & Coombs, N. (1997) Information Access and Adaptive 

Technology, Arizona: Oryx Press.

  o Duchateau, S. (2000) "A Campaign in France for a more Accessible Web", 

CSUN 2000 conference,

    http://www.csun.edu/conf2000/proceedings/0162Duchateau.html.

  o Forschungsinstitut Technologie-Behindertenhilfe (1999) "The Role of

    Telecommunications Systems for Elderly and Those with Special Needs: 

Ensuring Access for All".

  o Ministry of Research and Information Technology (1996) “Freedo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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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tephanidis C. et al. (2001) "Toward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HCI Challenges and R&D Recommendations", In C. Stephanidis (Ed.), User 

Interfaces for All : Concepts, Methods, and Tool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o Valdes, Leo (2000) “Accessibility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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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규정

 

제정 2002. 5. 23.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포럼은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

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AB Forum(IABF)으로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 포럼은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및 향상을 위

한 정보통신 기기∙ 서비스분야의 기술개발 및 표준제정, 기기 및 서비스 보급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여 정보복지사회를 앞당기고 관련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 진출에 기여코자 한다.

제 3조(사업내용)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2) 표준화 제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침 마련

 (3) 표준화 정책 개발 및 지원

 (4) 접근성 평가 지침 및 체계 마련

 (5)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6) 표준화 관련 국제 교류 

 (7) 접근성 평가 툴 개발 및 평가

 (8) 기타 포럼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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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조직 및 구성 

제 4조(조직) 본 포럼은 총회, 운영위원회, 정책분과․정보통신분과․WEB접근성분과 

등 3개의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그리고 

웹 문서와 관련된 업체, 학계․연구계, 단체, 정부 등의 기관 및 개인들의 참여로 

활동한다.

제 5조(총회)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갖는다.

 (1) 당해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포럼 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제정

 (3) 의장단 및 감사의 선출

 (4) 분과위원회 설치 또는 폐지

 (5)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조(총회운영) 총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총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년 1회 개최한다.

 (2) 총회 개최 일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기관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임시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

 (4) 각 기관회원은 총회에서 가중치 없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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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 사

항을 처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

한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명직 운영위원은 정부, 업계, 연구계 및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참석에 참석의원의 과반수 찬

성으로 한다. 

제 8조(분과위원회) 포럼은 제 2조의 포럼의 목적에 따라 기술분야별 혹은 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포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

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세부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따

른다.

 (3) 분과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 분과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9조(사무국)사무국은 포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사무국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등을 수합하고 안건상정을 담

당한다.

 (2)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계획 및 연구결과 등 제보고 사항을 수합하여 운영위

원회에 보고한다.

 (3) 유사 포럼간 업무협력, 정보교류, 간행물 발행, 회원가입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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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제 10조(의장)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의 선출과 임기

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

 (2)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의장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부의장을 겸임,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공석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임명

한다.

 (2)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감사) 감사는 포럼활동의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1)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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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고문위원) 고문위원은 본 포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역을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한다.

 (1) 고문위원은 포럼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의결권을 갖지 않는

다.

 (2) 고문위원은 포럼의 제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자문과 대외 협력 및 교류증

진을 위한 활동 권한을 갖는다.

제 4장 회 원

제 15조(기관회원) 포럼의 목적 및 활동에 부합되는 법인 및 단체로서, 기관장 

명의의 ‘포럼 기관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자격

을 획득한다.

 (1) 기관회원은 관련 업체 및 공공기관, 연구, 학술단체, 민간단체 등이다.

 (2) 기관회원은 해당 기관의 대표자(실무담당자)를 통해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다.

제 16조(개인회원) 기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인으로 포럼 활동에 참여하고

자 "포럼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경우 개인회원이 된다.

제 17조(회원권리와 의무) 포럼의 회원은 포럼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기관회원은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자 할 경우 언제든 분과위원회에 가능하며, 총회에서 의결권(투표권)을 갖는다.

 (2) 개인회원은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

지 못한다.

 (3) 회원은 포럼의 회칙(규정)에 따른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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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회원자격박탈)

 (1) 회원은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포럼의 회원에서 임의

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포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럼의 품위와 명

예를 손상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다.

부 칙 

제 1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포럼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

제 2조(포럼 문서 제정) 포럼 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조(사무국) 포럼 사무국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설치하며,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한국정보문화센터가 담당한다.

제 4조(회원의 자격과 회비 납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의 자격과 회비 

납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한 정

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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