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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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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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

며, 우리나라도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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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준화는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며, 국가 차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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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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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장애인 및 노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제품과 서비스를 파

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용 가능한 기술 제시

  ② 접근성 준수 정보통신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정

하고, 이를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접근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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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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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지를 들 수 있다.

 ① 정보화의 확산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

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지속이라는 정보격차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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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들 수 있으나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부재가 중요한 장애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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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 노인의 접근성 배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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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접근 및 사용을 배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활법 508조는 연방

정부에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게 정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은 2004년까지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을 

위해 시설 개보수 등 적절한 수단 강구를 규정

   - 일본에서는 우정성의 정보통신설비 접근성 지침, 통상산업성의 정보처리기

기 접근성 지침 등이 고시되었고 정보장애 해소를 위한 표준화 연구 위원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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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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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이 문제에 다소 소극적임 

   -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정보통신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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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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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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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국제협력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수행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 접근성 기술의 표준화 연구

   ① 음성인식, 음성합성, 무선통신기기, 통신중계서비스, 웹 저작도구 등 접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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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시장조사

   ②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저해 요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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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표준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보급 방안 마련

   ④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정책 및 법제도 마련

 (3) 접근성 평가 지침 및 체계 마련

   ① 접근성 평가 기준 및 평가도구(Tool) 개발․보급

   ②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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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  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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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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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2003년 말까지 월례세미나 12차례, 운영위

원회 5차례, 워크숍 1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 분석 및 해외 선진사례 파악을 위해 국제회의 참가를 4차례 지원하였다. 

2004년에도 세미나 5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2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접근

성 인식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05년에는 워크숍 및 세미나를 5회 개최하

고, 운영위원회․분과별 회의․공청회 등과 같은 회의를 12회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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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본 포럼의 주요 연구 성과로는 단축키 표준화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국

내외 음성 낭독기 비교 연구, 정보통신 보조기기 현황, 정보통신 접근성 권장지

침 평가업무 등이다. 2003년 주요 연구 성과로는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 개

발, 웹 접근성 콘텐츠 지침 제정, 웹 접근성 인식현황 조사 등이다. 이러한 노력

들을 통해서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표준 제정을 위

한 기초는 상당히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2004년 주요 성과로는 한국형 웹 접근

성 평가 및 수정도구 개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마련, 정보통신

접근성권장지침 평가 등이다. 또한, 2004에는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웹 사용

자 도구 접근성 지침을, 2005년에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금융 정보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기존 지침들을 더

욱 발전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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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이 활

용하여 접근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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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준 제정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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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령화 및 장애인 출현 증가, 보편적 설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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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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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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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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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정보소외 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화의 확산

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지속이라는 정보격차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으나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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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조에서 정보통신 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의 접근 

및 사용을 배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활법 508조는 연방정부에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4년 10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을 위해 시설 개보수 등 적절한 수단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우정성의 정보통신설비 접근성 지침, 통상산업성의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 등이 고시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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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표준화는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함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부응하여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제28조(표준화)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장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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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에서 한국정보문화센터 손연기 소장이 추대되었

으며, 김효석 의원과 허운나 총장이 고문위원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정책분과

위원장에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정문 팀장, 정보통신 분과위원장에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에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를 각각 선출하였다. 

각 분과를 중심으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럼 

사무국은 한국정보문화센터가 맡기로 하였다.

 포럼의 2차 연도인 2003년에는 5월 30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보고안건 1건(2002년 

포럼 사업 수행실적)과 심의안건 1건(2003년 포럼 사업 계획)을 의결하고 포럼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차 연도에서는 1차 연도와는 달리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표준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TTA 단체표준

으로 제안하였다.

 포럼의 3차 연도인 2004년에는 5월 28일 총회를 개최하여 보고안건 1건(2003년 

포럼 사업 수행실적)과 심의안건 2건(포럼인원 선출 건, 2004년 사업계획)을 의결

하고 포럼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총회를 통해 의장으로 손연기 원장이 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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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연구책임자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연구센터 최두진 센터장이 선출

되었으며, 정책분과에는 접근기술연구팀 홍경순 팀장이 선출되었다. 웹 접근성 

분과는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가 정보통신 분과는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가 

연임하게 되었다. 3차 연도에서는 1, 2차 연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표준 제정 및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포럼의 4차 연도인 2005년에는 6월 17일 총회를 개최하여 보고안건 1건(2004년 

포럼 사업수행 실적)과 심의안건 1건(2005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포럼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4차 연도에도 역시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표준 제정 

및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3개의 표준안을 상정하였다.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은 회원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2005년 

12월 현재 기관회원으로는 삼성전자, LG 전자 등 관련 업체, 한국장애인정보격차

협의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학계,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개인회원으로 9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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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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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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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정보선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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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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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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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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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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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화의 확산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지속이라는 정보격차 문제가 국내․외적

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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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수 있으나 장애인․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Accessibility) 부재가 중요한 장애요인임

  (2)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시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성 배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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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및 사용을 배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활법 508조는 연방정부에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정보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은 2004년까지 정보통신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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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활동하였음

  (3)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제정하였으나,

   - 권장지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권장지침 또한 실제 제품 개발 

환경에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정보통신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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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

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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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이 문제에 다소 소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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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성 권장 지침 제28조(표준화)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연혁 

 가. 2002년

  (1) 2002년 3월 ~ 4월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계획서 작성

  (2) 2002년 5월 23일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창립총회

    - 주요 참석자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과장,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등 50

여명

    - 주요 의결사항 

     ․ 의장 : 한국정보문화센터 손연기 소장

     ․ 고문위원 : 김효석 의원, 허운나 총장

     ․ 정책 분과위원장 :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정문 박사

     ․ 정보통신 분과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

     ․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 :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

     ․ 포럼 사무국 : 한국정보문화센터(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2002년 7월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홈페이지 오픈

(www.iabf.or.kr)

    - 포럼 구성원간의 정보공유 및 관련 연구보고서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주요 구성

     ․ IAB포럼 소개 : 의장인사, 포럼목적, 조직구성, 주요활동, 운영규정, 회원

가입 안내, 약도

     ․ 분과위원회 : 정책분과위원회,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웹접근성분과위원회

     ․ 자료실 : 동향자료, 법/연구보고서, 관련표준, 웹접근성표준화, 정보통신

접근성표준화, 회원사 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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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 Q&A, 자유게시판 

     ․ 추천사이트 : 정부기관, 표준화 기구, 접근성 평가 도구, 민간기업의 접근성 

노력, 관련 단체, 국내 접근성 관련 기업, 기타

     ․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 : KADO-WAH, A-Prompt, KADO-WEB

     ․ Site-map
     ․ Contact-Us
    - 주요 특징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준수하여 제작  

  (4) 2002년 9월 :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도구인 A-Prompt 한글화 작업

 나. 2003년

  (1) 2003년 5월 : 2003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총회

    - 주요 참석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등 40여명

    - 의결사항(2건)

     ․ 2002년 포럼 사업수행 실적(보고안건)

     ․ 2003년 포럼 사업계획(심의안건)

      a. 정책 분과위원회 : 접근성 강제화 방안을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연구,  

A-Prompt 완성 및 보급, 웹 접근성 인식현황 조사 

      b. 정보통신 분과위원회 : 접근성 표준화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정보통신

중계서비스(TRS)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c.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 : 웹 사이트 접근성 지침 표준화 제정 

    

  (2) 2003년 8월 : A-Prompt 한국어 버전 개발 완료

    - CD 2,000 Copy를 제작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사, 관련기업에 배포

    - 이와 더불어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보급

  (3) 2003년 10월 : 홈페이지 개편 완료(접근성 관련 국제 지침 준수 및 회원 

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개편)

  (4) 2003년 11월 : 웹 접근성 향상 및 인식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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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 접근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대 토론회 개최

    - 웹 접근성 개념과 필요성 외 4건 주제발표와 더불어 학계, 언론, 업계 

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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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참석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등 20여명

    - 의결사항(3건)

     ․ 2003년 포럼 사업수행 실적(보고안건)

     ․ 포럼 임원 선출 건(심의안건)

     ․ 2004년 포럼 사업계획(심의안건)

      a. 정책 분과위원회 :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웹 접근성 준수 실태 파악

      b. 정보통신 분과위원회 : 주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접근성 실태 

파악, 정보통신중계서비스(TRS) 표준(안) 제정

      c.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 : UAAG, ATAG 표준화 작업 추진, 웹 관련 기술 

변화 파악, 접근성 관련 지침 도입기반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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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이슈 도출 및 인식제고를 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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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05년

  (1) 2005년 5월 : 웹 접근성 향상 세미나 개최

    - 웹 접근성 관련 주제발표, 웹 접근성 제고방안 토론회 및 간담회

     ․ 국내외 웹 접근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경북대 조주은 교수), 국내외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방안(KADO 

홍경순 팀장), 국내 홈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실태(팀인터페이스 이성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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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참석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등 40여명

    - 의결사항(2건)

     ․ 2004년 포럼 사업 실적(보고안건)

     ․ 2005년 포럼 사업 계획(심의안건)

      a. 정책 분과위원회 : 「정보통신 접근성 권장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웹 접근성 준수 실태 파악

      b. 정보통신 분과위원회 :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 표준화(ATM 

등), 컴퓨터 외부기기(액세서리) 연결단자 색

규격 표준화 검토

      c.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 : 미국 재활법 508조 §1194.21 소프트웨어 애플리

케이션과 OS 관련 표준화 연구 추진 검토, 응용 

S/W 분야에서는 음성도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인 DAISY의 표준화 추진 검토

     ․ 세미나 개최 : W3C 국제 표준화 동향(KADO 현준호 전임연구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통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 최재동 

팀장),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접근성-인터랙션을 중심으로(국민대 정지홍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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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년 10월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국가표준(KICS) 제정

  (4) 2005년 11월 :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주제발표,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방안 토론회

     ․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공학 활용(나사렛대학교 육주혜 교수), 보조공학센터의 

보조공학 연구개발 및 기기지원 절차 및 현황(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병모 보조공학센터장),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보조기기 보급 및 

지원 현황(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도영 수석연구원), 정보통신 보조

기기 개발 및 보급 정책(KADO 홍경순 팀장)

  (5) 2005년 12월 :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안) 마련

                    디지털 음성 도서 표준(안) 마련

                    금융 자동화 기기 접근성 표준(안) 마련

                    

3. 회원현황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가입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2004년 12월 

현재 기관회원으로는 삼성전자, LG 전자 등 관련 업체,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충북대학교, 성균관대

학교 등 학계,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 29개 기관이 참여

하였다. 또한 개인회원들은 정보통신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월 현재 99명이 등록하였다.<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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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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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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인식, 음성합성, 무선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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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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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정책 및 법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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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5월 28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을 포럼의 

의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정책 분과위원장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홍경순 팀장, 

정보통신 분과위원장에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에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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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김석일 교수를 각각 선출하였다. 각 분과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럼 사무국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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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조직구성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의장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의장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고문위원고문위원

사무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사무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책분과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홍경순)

정책분과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홍경순)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웹접근성분과위원회

(충북대학교,

김석일)

웹접근성분과위원회

(충북대학교,

김석일)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의장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의장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고문위원고문위원

사무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사무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책분과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홍경순)

정책분과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홍경순)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웹접근성분과위원회

(충북대학교,

김석일)

웹접근성분과위원회

(충북대학교,

김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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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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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표준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o 접근성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② 분과위원장 : 홍경순 팀장(한국정보문화진흥원)

    ③ 분과위원 12명

     o 홍사찬(정보통신부)

     o 권순교(한림대학교)

     o 장현창(한국정보문화진흥원)

     o 이용석(한국전산원)

     o 조주은(경북대학교)

     o 남혜운((주)디노미디어) 

     o 김철환(한국농아인협회)

     o 서인환((사)장애인정보접근성연구센터)

     o 이윤재(전자신문사)

     o 강동욱(한국재활복지대학)

     o 최동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o 손영우(김포대학)

  (2) 정보통신 분과위원회

    ① 활동분야

     o 휴대폰, 전화기, 정보단말기, 정보가전 등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안 마련 

     o 전화중계서비스, 전자도서관, 멀티미디어 제공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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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일 교수(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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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분과위원 11명

     o 송복희(한국기술교육대학교)

     o 전용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o 정지홍(국민대학교)

     o 최동찬(사회정보통신연구원)

     o 반영환(삼성전자)

     o 윤양택(힘스코리아)

     o 이구형(CAC R&D)

     o 한정희(보이스웨어)

     o 이은승(디지털로드)

     o 문두영(아이컴시스템즈)

     o 박호성((주)AD정보통신)

  

  (3)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

    ① 활동분야

     o 웹사이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웹사이트 제작 지침 표준안 마련

     o 웹사이트 저작도구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침 표준안 마련

     o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도구 개발

     o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 동향 파악

     o 소프트웨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안 마련

    ② 분과위원장 : 김석일 교수(충북대학교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부)

    ③ 분과위원 12명

     o 장영건(청주대학교)

     o 강영무(동아대학교)

     o 권형진(한국전산원 정보화표준부)

     o 정현철(한국전산원 정보화표준부)

     o 임장순(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o 백남중(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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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덕연(복지정보원)

     o 박기범(이트렉인포다임)

     o 함병훈(솔루웹)

     o 김완평(데이콤)

     o 이수정(넷피아)

     o 신승식((주)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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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005년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주요 

추진실적 요약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 2005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 <표 1>과 

같다. 6월 17일 총회를 시작하여 본 포럼은 구성원들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표준화, 관련 기술,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4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포럼의 효율적 운영 및 정보통신 접근성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운영

위원회와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접근성 관련 국제 동향 분

석을 위해 국제회의에 2회 참가하였으며, 포럼 표준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

침 1.0”,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과 “금융 자동화 기기 접근성 표준 

1.0”을 개발하였다.

<표 1>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주요추진 실적

포  럼  명 총회
(회)

워크숍/
세미나(회)

위원회
운영(회)

가입회원수 국제회의
참가(회)

표준(안)
개발(건)기관 개인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1 5

2

(11)

128
2 3

29 99

※ 호 안의 수(11)는 분과별 표 화회의 개최수임

제 1 절 회의 및 세미나/워크숍 개최

  포럼회원간의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정보공유를 위해 접근성 세미나를 4회 개최

하였고, 포럼의 주요 발전방안 및 표준화를 위해 1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 세미나에 2회 참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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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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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럼이 2005년에 개최한 회의 및 주요 세미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회의/행사명 

 가. 총회

  2005년 포럼의 본격적인 활동은 6월 총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총회에는 본 

포럼의 의장인 손연기 원장(한국정보문화진흥원),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2004년 포럼사업 수행실적과 2005년 포럼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

불어 총회에서는 포럼 지원으로 참가한 W3C 국제 컨퍼런스 참가 결과에 대한 세

미나를 개최하여 접근성 관련 최신동향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주요 결

의 사항 및 세미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총회

회의/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비고

총회
2005. 

6.17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세미나실

o 보고안건 1건(2004년 포럼 사업수행 실적) 의결

o 심의안건 1건(2005년 사업계획) 의결

o 포럼 발전방향 토론

o 세미나 개최

 - W3C 국제 표준화 동향 : 2005년 제14차 W3C 국

제 컨퍼런스(현준호 전임연구원, KADO)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통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최재동 팀장, 유비쿼터스 컴

퓨팅 사업단)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접근(인터랙션을 

중심으로)(정지홍 교수,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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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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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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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장 현 창 당연직(포럼 연구 책임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홍 경 순 당연직(정책 분과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이 성 일 당연직(정보통신 분과위원장)

충북대학교 김 석 일 당연직(웹 접근성 분과위원장)

정보통신부 홍 사 찬 임명직(포럼 운영지원)

한국농아인협회 김 철 환 임명직

경북대학교 조 주 은 임명직

장애인복지신문 안 희 진 임명직

에이블뉴스 이 석 형 임명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 동 익 임명직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현 준 호 간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 윤 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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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럼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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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서면개최

o 2005년 표준화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

o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위원 

의견 수렴 등

김석일 

교수 등 

4명

다. 세미나 및 워크숍

  포럼회원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고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고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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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4.26-

27
COEX

o 한국형 사용자 도구의 접근성 지침(김정호, 엑스비

젼 테크놀로지)

o 사용편의성에 기반한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평가방안

(이성일, 성균관대)

o 웹 접근성 준수 추진전략(현준호, K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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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워크숍/

세미나명

개최

일시
장소 주요 내용

2
웹 접근성 

향상 세미나
5.25

국회

도서관

o 국내외 웹 접근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조주은, 

경북대)

o 국내외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방안(홍경순, KADO)

o 국내 홈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실태(이성혜, 팀인터페

이스)

o 웹 접근성 제고 방안 토론회

3
2005 포럼 

총회 세미나
6.17 KADO

o W3C WAI 국제 표준화 동향 : 2005년 제14차 W3C 국제 

컨퍼런스(현준호, KADO)

o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통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최재동,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

o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접근(인터랙션을 중심으로)

(정지홍, 국민대)

4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11.23 KADO

o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공학 활용(육주혜, 나사렛대)

o 보조공학센터의 보조공학 연구개발 및 기기지원 절차 

및 기기지원 절차 및 현황(강병모,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o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보조기기 보급 및 지원 

현황(오도영,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o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정책(홍경순, 

KADO)

o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방안 토론회

5

ATM 표준화 

작업반 

워크숍

12.1-

2

올림픽

파크텔
o 금융 자동화 기기 접근성 표준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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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표준화전문가활동

1. 참가활동지원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회의 및 세미나 참가를 위해 본 포럼

에서는 제14차 W3C 국제 컨퍼런스 참가, 미국 TRACE 센터 방문 및 AHGC 세미나 

참가 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다. 국제 세미나 참가지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화 작업과 국제 전문가육성을 위해 지원되었다<표 6 참고>. 

<표 6>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국제표준화활동 지원내역

NO
국제표 화 

회의

회의기간  

장소
참석자 수행내용

1

제14차 W3C 

국제 

컨퍼런스

5.9 ~ 5.13

일본

김석일

현준호

o 회의참가목적 : KWCAG 1.0 표준화 추진활동 발표

o 회의내용 : 웹 표준화

2

미국 TRACE 

센터 방문 

및 AHGC 

세미나 참가

11.7 ~ 11.13

미국
현준호

o 회의참가목적 : 최신 동향파악

o 회의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법․제도 등

 가.  W3C International Conference 참가 결과 

  ① 회의명 : 제 14차 W3C 국제 컨퍼런스(The Fourteenth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 

  ② 일시 : 2005. 5. 9(월) ~ 5. 13(금)(4박 5일)

  ③ 장소 : 일본 치바

  ④ 참석자 : 김석일 교수(충북대), 현준호 전임연구원(접근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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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일 시 5. 10 (화) 발 표 자 Chieko Asakawa

제 목 What's the web like if you can't see it ?

  주요 발표내용

 □ 발표자의 컴퓨터 및 인터넷 경험에 대한 발표 (시각장애인)

  o 1997년 10월 IBM Home Page Reader 개발 발표(일본) --> 1999년 영어 버

전 출시 --> 1999년 8월 2.5 버전 출시 

 □ 홈페이지가 더욱 더 이미지를 중요시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됨

  o 1997년의 경우 메인 페이지에 약 10여개의 이미지를 사용한 반면, 2005년

의 경우 메인 페이지에서 약 90여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

 □ 웹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과 더불

어 “검색편의를 위한 Skip-Navigation 이용”을 추진

  o 하지만, 부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과 잘못된 Skip-Navigation 이용으로 

인해 더욱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IBM 솔루션 소개

 
  o IBM Home Page Reader : 홈페이지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어 시각 장

애인도 인터넷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o aDesigner :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해 주는 프로그램

 □ 웹 접근성 표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가 장애인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o 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행태 등의 면밀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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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10 (화) 발 표 자 Giorgio Brajnik

제 목 
Do text transcoders improve usability for disabled 

users?

  주요 발표내용

  □ 텍스트 전용 홈페이지의 장점 제시

  o Bandwidth가 낮은 커뮤니케이션 도구, PDA, 휴대폰,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에서 쉽게 이용 가능함

  o 하지만, 현재 발전되고 있는 Flash, Applets, Scripts 등을 활용하지 못하

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임을 역설

 □ Transcoder 관련 기술 및 제품 소개

  o LIFT, MUFFIN, mod_accessibility, BETSIE 등의 장·단점 소개

 □ Transcoder 홈페이지의 사용성 테스트를 위해 2번의 실험 실시

  o 첫 번째 실험 : 11명 사용자(전맹 8명, Low-vision 3명)를 대상으로 일반 

홈페이지와 Transcoder 홈페이지의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

  o 두 번째 실험 : 29명 사용자(전맹 17명, Low-vision 7명, 지체장애 5명)를 

대상으로 5개의 Task를 수행하게 함

  < 주요결과 > 

   - Task 완수율 : 일반 홈페이지(48%), Transcoder 홈페이지(74%) 

  

 □ 실험결과, 텍스트 전용 페이지는 장애인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효과성, 

생산성,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o Transcoder 홈페이지는 잠정적인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며, 또한 사용자에

게 대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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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10 (화) 발 표 자 Bambang Parmanto

제 목 
AcceSS : Accessibility through Simplification & 

Summarization

  주요 발표내용

 □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화(Simplification)와 요약화(Summarization)를 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이를 위해 피츠버그 대학에서 개발한 시스템 소개

  o 4개의 Process를 거쳐서 홈페이지의 단순화와 요약화를 진행

   - Genre Detection : 25개의 Templates를 가지고 모든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있음(해당 홈페이지가 어떤 방식의 홈페이지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동 

     으로 분석하여 매칭하는 것임)

   - Pagelet Detection : Pattern을 매칭함

   - Genre Based Transformation : 소스를 분석하여 Navigation menu, 

      Heading, News, original page 등으로 분석함

   - Output Generation :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AcceSS의 실제 활용도를 점검하기 위한 Pilot test 결과, 

  o Yahoo News 사이트를 대상으로 특정 3개의 Task 수행을 실시한 결과

   - AcceSS로는 모두 5분 이내에 특정 작업을 완수한 반면, 

   - 일반 홈페이지에서는 1번의 Task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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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 10 (화) 발 표 자 Wendy A. Chisholm

제 목 Interdependent Components of web Accessibility

  주요 발표내용

 □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요 Components를 설명

  o 기술적 관점(Technical Components)

   1) 기술 명세서(Technical Specification) : W3C 표준 및 가이드라인 등 

   2) 콘텐츠(Contents) : 정보

   3) 도구(Tools) : 저작도구, 평가도구, 사용자 도구(User Agents), 보조기

술(Assistive Technologies)

  o 인간적 관점(Human Components) 

   1)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ducer) : 웹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디자인, 

코딩, 편집 등을 하는 모든 사람

     ※ 장애인도 주요한 콘텐츠 제공자임을 역설

   2) 사용자(End-users) : 웹 콘텐츠나 사용자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3) 도구 개발자(Tool developers) : 사용자(End-user)가 사용하는 저작도

구, 평가도구, 사용자 도구 등을 개발하는 사람

 □ 인터넷을 장애인을 포함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하고 

진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o 기술적, 인간적 관점의 6개 Components 모두가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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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RACE 센터 방문 및 AHGC 세미나 참가

 (1) TRACE 센터 방문 및 AHGC 세미나 참가 개요

   o 방문기관 :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TRACE 센터

    ※ TRACE 센터는 장애인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개발, 교육, 표준화, 관련 

연구 등 접근성 관련 전문 연구기관임

   o 세미나명 : 제8차 AHGC(Eighth Annual Accessing Higher Ground 

Conference) - Accessible Media, Web and Technology Conference for 

education, for business, for web and media designers

   o 출장자 : 현준호 전임연구원(KADO 접근기술팀)

   o 출장지 : 미국 메디슨(위스콘신주), 볼더(콜로라도주)

   o 출장기간 : 2005. 11. 7 (월) ~ 11. 13 (일) (5박 7일)

 (2) TRACE 센터 방문 결과

  가. 방문기관 개요

   o 설립연도 및 위치 : 1971년, 미국 위스콘신주 

   o 센터장 : Gregg Vanderheiden 

    ※ Gregg Vanderheiden은 인간공학, 장애인 보조기술의 전문가임

   o 주요 연구분야 : 보편적 인터페이스(Universal Interface), 통신제품의 접

근성(Telecommunication Acce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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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방문결과

   o 방문일시 : 2005년 11월 8일(화) 10:00 ~ 14:00

    - 연구 LAB 방문 및 시찰(10:00 ~ 11:00)

    - 센터장과의 면담 실시(11:00 ~ 14:00, 면담 : Gregg Vanderheiden)

   o TRACE 센터 연구 LAB 방문 결과

    - 접근성 및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는 Toolkiit 이용 체험

     ․ 공대 학생, 관련 기업체 연구자 등이 장애인의 접근성 및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험기구, 보조기기 등 다양한 도구를 한 번에 제공

(Toolkit 이용 설명서 포함)

      ※ TRACE Usability Screening Kit(TUSK) 

    - 전자투표 관련 KIOSK, ATM 접근성 연구 LAB 방문

     ․ 장애인들이 전자투표 및 금융자동화 기기(ATM : Automatic Teller 

Machine)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표준 제정 및 시제품 제작

    - Tele-Collaboration 연구 LAB 방문

     ․ 독일과 공동으로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서 수화 및 언어 자동 번역 등을 수

행할 수 있는 전자회의 시스템 개발

    - 노인 대상의 Usability Test LAB 방문

     ․ 노인들의 테스트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안처럼 테스트 룸을 설계하

였으며, 현재는 음성 도서인 “Digital Talking Book"에 대한 사용성 테스

트를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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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면담내용

   o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보조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연구센터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 및 노하우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 개발을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하며, 수익성 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한국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또한 대학 연구기관 독자 수행이 아니라, 과감한 산학협력이 필요함을 역

설(민간기업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 필요)

    - 선의의 경쟁(Competition)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라

   o 보조기술 관련 정책 개발의 Focus는 ‘노인’과 ‘젊은 장애인’으로 한정

해서 추진해야 하며, 

    - 또한 자국의 독자적인 보조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초기에는 외국의 제

품을 사와서 이를 분석하고, 이를 자국의 국민에게 맞게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 필요)

   o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접근성의 준수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국 재활법 508조와 같은 공공기관의 접근성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의무화

는 필요함을 역설하며,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최적의 해결책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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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접근성 관심(Attention) 제고에는 매우 크게 기여함

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

   o Virtual Assistive Technology 개발 

    - 시각장애인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등의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3) 제8차 AHGC 세미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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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 9 (수) 발 표 자 Paul Bohman

제 목  The next generation of web accessibility : POUR

  주요 발표내용

 □ 하나의 버전(Single Version)으로 접근성을 준수하라

  o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은 바람직하지 않음(업그레이드시 이중 

작업이 필요하며, 별도 홈페이지도 모든 장애인에게 유용한 것은 아님)

 □ 웹 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제작은 초기, 즉 제작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

려되어야 함을 역설

 □ POUR(Perceivable, Operable, Understandable, Robust)

 □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획시 고려사항

  o 처음부터 고민하라, Make one main accessible version

  o For Human(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 추구)

 □ 웹 접근성에서 고려해야 할 5대 장애인 : Cognitive, Auditory, Motor, 

Seizure, Visual

  o Cognitive : 기억(Short-term), Perception & Processing, 

Problem-solving, Attention, Literal understanding의 어려움

   - 일반인의 경우에도 친숙하지 않은 콘텐츠, 은어(Slang) 및 비유, 배경소리 

또는 이벤트, 너무 복잡한 웹 사이트일 경우에는 활용이 어려움

  o Auditory : 들을 수 없음, 공공장소에서 듣기 어려움, Background 소리 때

문에 중요한 Message를 듣지 못하는 경우

  o Motor : 손사용이 어려움, 마우스를 이용하지 못함

  o Seizure : Flashing or strobe

  o Visual : Blind, low-vision, color-bl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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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0 (목) 발 표 자 Robert L. Todd

제 목 
 The user experience : Accessibility & Usability in the 

online environment

  주요 발표내용

 □ 웹 접근성(Accessibility) vs 웹 사용성(Usability)

  o 웹 접근성은 주로 브라우저간의 호환성 문제,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Text equivalent, 색상에 의존하지 않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o 웹 사용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검색, 명확한 콘텐츠, 빠른 접근, 로딩의 신속성, 검색의 효율성 등에 초점

 □ 조지아텍 CATEA(Center for Assistive Tech & Environmental Access) 소개

  o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법․제도, 기술 등)

  o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조지아텍의 사용성 테스트(2003, 2004년)

  o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인 Jaws for windows를 활용하여 사용성 

테스트 실시(반복 Navigation 문제 --> 해결방안 : 검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처음과 끝에 Label을 붙임)

  o 검색(Search)의 경우에도 단순히 ‘검색’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품 정보 

검색(Serach for products)"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검색(Search for the 

resources)"라고 자세한 설명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

  o Sitemap의 경우에는 왼쪽의 메뉴를 없애고 바로 “Sitemap"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웹 접근성 및 사용성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방법

  o 홈페이지 주 사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사이트 목적을 명확히 하기

  o 사이트 분석 실시, 표준의 준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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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0 (목) 발 표 자 Ken Nakata

제 목  ADA Title Ⅱ and IT : What it means & how to comply

  주요 발표내용

 □ 미국 장애인법(ADA) 개요 

  

  o 1990년 제정되어 State/Local 정부가 준수토록 명시

  o ADA Title Ⅱ는 통신법 504조와 유사하며, 이 중 Program Access 

(Programs, Services, Activities)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o ADA Title Ⅲ는 기업(Private Sector)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ADA 준수 실태를 관리 감독

  o Equal Access는 시간문제(hours of operation), 옵션문제(range of 

options), 프로그램 문제(range of programs)를 다루고 있으며, 모든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님(Not Necessary everything)

 □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4가지 대안 제시

  o 새롭게 시작하는 웹 콘텐츠는 반드시 접근성을 준수

  o 기존 콘텐츠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단계적 추진)

  o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이나 오프라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e-Mail, 

전화번호 등을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

  o 접근성 관련 교육훈련을 시작하라

 □ 기업체를 위한 Recommendations 

  o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라(ADA 관련 법 전문가를 활용하라)

  o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현재의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하라

  o 관련된 많은 질문을 스스로 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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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0 (목) 발 표 자 Geoff Freed

제 목  Beyond the text : Accessible Multimedia within eBooks

  주요 발표내용

 □ e-Book Format

  o LIT(Microsoft) : 화면낭독 프로그램과의 호환 부재, 저자의 DRM 제공 기능

  o PDF : 화면낭독 프로그램과의 호환 가능

  o OeB(Open e-Book Format) : Firefox 브라우저에서 이용가능한 OpenBerg 

Reader, Mentoract 등이 있음

  o PML/PDB : Palm에서 이용할 수 있는 e-Book 형태 

  o HTML/TXT Format reader

 □ DTB(Digital Talking Books) 

  o 데이지(DAISY :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컨소시엄의 표준

을 준용한 미국의 e-Book 형태 

  o 데이지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음성도서 표준으로 활용하

고 있는 실정

 □ National Center for Accessible Media (NCAM) 활동 소개

  o 장애인을 위한 정보기술 및 미디어에 대한 연구개발

  o 대표적인 것으로 Media Access Generator(MAGpie) 프로그램이 있으며, 

Rich Media(동영상 등)에 대해서 캡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참고 웹 사이트 : http://ncam.wgbh.org/webaccess/mag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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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0 (목) 발 표 자 Cathy Bodnie

제 목 
 Cognitive Disability : RERC-ACT(Advancement of 

Cognitive Technologies)

  주요 발표내용

 □ 미국의 인지장애인은 2003년 기준으로 약 2천 1백만명에 이름

 

 □ RERC-ACT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이 중심으로 기업체(Ablelink, Caring 

Family, Imagine 등),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등) 등과 함께 인지장애인을 위한 IT 기

술 개발

 □ RERC-ACT의 주요 연구주제

  o 미국 5개 지역에서 인지장애인의 ICT 요구사항, 장벽(Barrier) 등을 파악

   - 인지장애인에게 편리한 제품은 일반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o 원거리에 떨어진 가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Simple한 디자인 및 작동법이 무엇보다 중요함

  o 문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개발

  o 문맥 인식(Context-awareness) 기술을 활용한 연구 수행

  o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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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0 (목) 발 표 자 Terry Thompson

제 목  UD & Web Accessibility : unexpected beneficiaries

  주요 발표내용

 □ Universal Design : Usable by all people

  o 웹 브라우저, 스크린 해상도, 핸드헬드 제품에서의 이용가능성, 음성 웹 인

터페이스, 마우스 및 키보드 호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웹 제작

  o Curb-cut, 자동문(Automatic Door) 등은 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도구

 □ W3C의 WCAG(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 

  o Perceivable, Operable, Understandable, Robust

 □ 웹 접근성 제고를 통한 이익(Benefit)

  o Text Alternative 

   - PDA, 화면낭독 프로그램, 저사양 컴퓨터, 느린 속도, 검색 등에 유용

  o Explicit Document Structure

   - Semantic Web 등 웹의 발전 방향과 호환성을 높일 수 있음

  o Closed Captioning

   - 외국어 학습, 시끄러운 환경,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도움

  o Mouse & Color independence :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이용가능하며, 색

상에 구애 없이 활용 가능

  o Accessible Form markup, natural language mar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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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1 (금) 발 표 자 Daniel M. Frommelt

제 목  Benefits of web standards

  주요 발표내용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o Doctype 선언을 반드시 하라

   - XHTML 1.0 Transitional 기준을 활용하여 웹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o Validation Check를 생활화하라

  o CSS(Cascading Style Sheet)를 많이 활용하여 제작하라

  o 웹의 근원적 목적을 생각하라(웹은 정보 공유의 공간이지, 디자인의 공간이 

아님을 명심하라 : Design is secondary, Information is first)

  o 처음부터 모든 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라

  o Table 사용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Layout 용도로는 활용하지 말라

 □ 웹 표준 준수의 이점

  o More Accessible : 보다 많은 사용자를 얻을 수 있음

  o More Compatible : 이전 제품 및 향후 제품에서의 호환성을 제고

 □ 웹 제작시 3대 고려사항

  o Backward 호환성

  o Speed 제고방안

  o Print Service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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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1 (금) 발 표 자 Janice Carter

제 목 
 Accessible eBooks : On-line, in the classroom and on 

the go!

  주요 발표내용

 □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Bookshare.org” 소개 

  o 약 20,000여 종의 도서에 대해 음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디지털화하고 있음

  o DAISY 표준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행

  o 개인들에게는 연간 $50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

  o 서비스 이용 방법

    - “www.bookshare.org”에 등록

    - 독서 장애인임이라는 증명서를 제출

    - 연간 구독료($50) 지불

    - 콘텐츠 다운로드 및 이용

   ※ 참고 웹 사이트 : http://www.bookshare.org

 □ Freedom Scientific사의 디지털 음성도서 플레이어 “WYNN" 소개

 □ “Bookshare.org" 향후 방향

  o K-12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우선적으로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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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1 (금) 발 표 자 Daniel M. Frommelt

제 목  Aural CSS & Voice XML 

  주요 발표내용

 □ 음성 인터페이스 발전방향

  o 사람들이 현재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전화(Phone)처럼 사용하기 쉽게 컴퓨

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VoiceXML Langauge 

  o VoiceXML 2.0(W3C 기준, 2001년)

  o 장점 : 단순한(Simple) 인터페이스, 기존 인프라(전화, 웹)의 이용가능

 □ Aural CSS의 경우는 Firefox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Opera8 브라우

저는  VoiceXML과 Aural CSS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음

 □ 음성 인터페이스의 문제점

  o 음성을 통한 정보 인식이 매우 낮음(Verbal 30%, Non-verbal 70%)

  o 문화에 따라 의미가 다를 경우의 문제점

  o 시끄러운 환경(Noisy Environment)에서의 사용 문제점

 □ CSS2 Aural Properties 소개

  o cue, cure-after, cue-before, pause, pause-after, pause-before, speak 등

 □ CSS3 Properties

  o -xv-interpret-as, -xv-phonemes, -xv-voice-balance, -xv-voice-duration, 

-xv-voice-pitch, -xv-voice-pitch-range, -xv-voice-rate, 

-xv-voice-stress, -xv-voice-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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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1.11 (금) 발 표 자 Daniel Berkowitz

제 목 
 Geeklopedia : From blog to wiki - a primer of digital 

terminology 

  주요 발표내용

< 현재의 IT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

 □ 보다 새로운 기술들을 잘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 보호, 보안 등 규제적인 측면보다는 자유롭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

  - 현재 Microsoft 운영체제가 아닌 Open Source 도입을 미국 매사츄세츠 주에

서 적극 검토 중임을 밝힘

 □ Blog :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단순 오락 및 유흥 등 

사교적인 것에서 벗어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자

 □ Case Mod : 컴퓨터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고치는 것

 □ DAISY : 음성도서의 전 세계적인 표준(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에게 유용)

 □ Dongle(HASP Key) : Log-in, DRM 등에서 많이 활용될 기술

 □ Flash Memory : 앞으로 매우 많이 활용될 것임

 □ NIMAS(National Institutionals Materials Accessibility Standards)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RSS(Rich Sit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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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웹 접근성 실태조사

 국내 웹 디자이너, 개발자 및 관리자들의 웹 접근성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포럼의 웹 접근성 분과가 실시한 

“2005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개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법기관 등 7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은 홈페이지 접근성 국내 지침 준수 여부이다.

<표 7> 2005 웹 접근성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 사 명 2005 웹 근성 실태조사

조사기간 2005. 9. 1 ~ 9. 27

조사 상
앙행정기 (57개), 지방자치단체(16개), 

입법․사법기 (4개) 등 77개 홈페이지

조사내용
홈페이지 근성 국내 지침 수 여부

평가기  : 한국형 웹 콘텐츠 근성 지침 1.0

조사방법

‘한국형 웹 콘텐츠 근성 지침 1.0’을 바탕으로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문가 4인에 의한 

평가

조사기 (주) 인터페이스

2. 조사 결과

 o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법기관 등 77개의 홈

페이지를 선정하여, 국내 지침(KWCAG 1.0)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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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 본 결과,

  - 웹 접근성을 모두 준수하는 홈페이지는 하나도 없으며, 웹 접근성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인 대체 텍스트를 모두 제공하는 홈페이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77개 공공기관 사이트의 전체 평균은 72.2점임

   ※ 앙행정기  72.4 , 지방자치단체 71.6 , 입법․사법기  72.2

 o 분야별 주요 결과

  (1) 중앙행정기관

   - 평가 페이지(5개) : 메인페이지, 기관소개, 보도자료, 정책자료, 민원신청 

페이지

   - 접근성 준수 실태

    ․ 조사 대상인 57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접근성은 평균 72.4점으로 낮은 

수준임

    ․ 재정경제부(89.9점), 정보통신부(85.3점), 보건복지부(85.0점) 홈페이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 평가 결과표

구  분 평균 구  분 평균

청와 71.2 과학기술부 72.6

통령 경호실 72.0 문화 부 72.1

감사원 68.9 농림부 69.0

국가정보원 68.7 산업자원부 69.9

앙인사 원회 74.9 정보통신부 85.3

국가청렴 원회 71.6 보건복지부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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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구  분 평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7.4 환경부 71.7

국민경제자문회의 69.9 노동부 80.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2.0 여성가족부 65.1

소기업특별 원회 70.5 건설교통부 74.2

노사정 원회 67.9 해양수산부 66.7

국무총리실 76.0 국세청 75.3

국무조정실 66.4 세청 83.6

기획 산처 65.9 조달청 73.1

법제처 70.9 통계청 70.4

국정홍보처 72.5 검찰청 65.8

국가보훈처 69.5 병무청 73.6

공정거래 원회 67.6 경찰청 63.3

융감독 원회 67.9 소방방재청 65.6

국민고충처리 원회 71.8 기상청 72.9

비상기획 원회 76.5 문화재청 70.9

청소년 원회 73.2 농 진흥청 70.8

재정경제부 89.9 산림청 77.4

교육인 자원부 69.0 소기업청 71.7

통일부 71.5 특허청 75.7

행정자치부 77.4 식품의약품안 청 77.6

외교통상부 69.2 해양경찰청 81.4

법무부 66.6 자정부 77.1

국방부 70.5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제언

    ․ 주 메뉴의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플래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함

    ․ 형식적인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보다 일반 페이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동적 콘텐츠(레이어) 사용시 키보드로도 사용 가능해야 하고,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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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아웃 구성은 CSS를 사용하고, 프레임이나 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noframes>, <noscript>를 사용하며, 적절한 문구나 대체 페이지를 제공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

   - 평가 페이지(5개) : 메인페이지, 기관소개, 공지사항, 보도자료, 전자민원

창구 페이지

   - 접근성 준수 실태

    ․ 조사 대상인 16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접근성은 평균 71.6점으로 낮은 

수준임

   - 평가 결과표

구  분 평균 구  분 평균

서울특별시 73.7 강원도 65.4

부산 역시 81.4 충청북도 72.1

구 역시 76.9 충청남도 68.9

인천 역시 66.3 라북도 70.3

주 역시 62.6 라남도 68.6

역시 76.7 경상북도 79.3

울산 역시 66.8 경상남도 80.1

경기도 70.4 제주도 65.9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제언

    ․ 주 메뉴의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플래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함

    ․ 형식적인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보다 일반 페이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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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적 콘텐츠(레이어) 사용시 키보드로도 사용 가능해야 하고,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흘러가는 뉴스(자동 스크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레이아웃 구성은 CSS를 사용하고, 프레임이나 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noframes>, <noscript>를 사용하며, 적절한 문구나 대체 페이지를 제공해야 함

  (3) 입법․사법기관

   - 평가 페이지(5개) : 메인페이지, 기관소개, 공지사항, 보도자료, 전자민원 

페이지

   - 접근성 준수 실태

    ․ 조사 대상인 4개 입법․사법기관 홈페이지의 접근성은 평균 72.2점으로 낮은 

수준임

   - 평가 결과표

구  분 평균 구  분 평균

국회 79.3 헌법재 소 68.9

법원 67.8 앙선거 리 원회 72.6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제언

    ․ 주 메뉴의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플래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함

    ․ 형식적인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보다 일반 페이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흘러가는 뉴스(자동 스크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레이아웃 구성은 CSS를 사용하고, 프레임이나 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noframes>, <noscript>를 사용하며, 적절한 문구나 대체 페이지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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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접근성 위반사항 및 개선사항

 o 주 메뉴에 대한 접근성 문제

  - 이미지로 구현시 대체 텍스트를 사용하고, 접근성이 없는 플래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함

  - 대체 텍스트 미제공

   ․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며, 특히 메뉴와 같은 링크 이미지에도 

대체 텍스트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 문제

   ․ 형식적인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단일 홈페이지를 

접근성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동적 콘텐츠(레이어)에 대한 접근성 문제

   ․ 동적 콘텐츠(레이어) 사용시 키보드로도 사용 가능해야 하고, 화면낭독 프로

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기타사항

   ․ 모든 콘텐츠에는 마우스뿐만 아니라 키보드로도 접근․제어가 가능해야 함

   ․ 레이아웃 구성은 CSS를 사용하고, 프레임이나 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noframes>, <noscript>를 사용하며, 적절한 문구나 대체 페이지를 제공해야 

함

   ․ 메인 화면에서 팝업창은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팝업창이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야 하며, 포커스를 팝업창으로 이동시키지 말아야 함

   ․ 온라인 서식에서는 ‘label' 속성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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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접근성 제고방안

 o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홈페이지 관리자, 담당자들이 웹 접근성의 중요성 및 준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행 필요

  -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부수적이고 불필요한 작업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

 o 웹 접근성 관련 교육 실시

  -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에까지 교육을 확대할 

필요

 o 웹 접근성 관련 표준화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1.0'을 계속 수정․보완

  - 이 지침을 홈페이지 관리자 및 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 준수하도록 유도

 o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웹 접근성 제고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웹 개발자 및 관리자들의 웹 접근성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준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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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형 웹 접근성 평가 프로그램(KADO-WAH)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에서 공동 개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바탕으로 한국형 웹 접근성 평가프로그램 

“카도와(KADO-WAH)”를 2004년 12월 개발하였다. “카도와”가 개발되기 전 우리

나라의 웹 접근성 평가프로그램은 외국의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는 

A-Prompt(캐나다 ATRC연구소와 위스콘신대학의 TRACE Center가 공동개발, 한국정보

문화진흥원이 한글화)가 유일한 평가도구였다. 하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외국의 

지침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1. KADO-WAH 개발 사업 개요

 o 프로그램명 : 카도와(KADO-WAH: KADO-Web Accessibility Helper)

 o 개발 기간 : 2004. 7 ~ 2004. 12(6개월)

 o 개발 범위

  - 국내외 평가지침(3개)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 W3C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미 재활법 508조 1194.22

  - 웹을 기반으로 URL을 입력하고 평가를 시행하면 해당 페이지의 접근성을 평가

하여 보고서를 제공하는 Web 버전 프로그램 개발(http://www.iab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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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프로그램을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

   ․ 소프트웨어 버전

   ․ 웹 버전

2. 프로그램의 특징

 

 한국형 웹 접근성 평가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많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 컨트롤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으며 웹 개발 초심자들도 쉽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실제 코드 

작성법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및 

특징을 그림과 함께 간략히 소개한다.

  

  o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1

2

3

1. 메뉴 부분

2. 폴더 트리구조창

3. 체크항목, HTML, 보고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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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1.0)에 따라 평가 가능(W3C, 508조의 평가

지침에 따라서도 평가 가능)

<평가시 사용할 지침을 선택하는 화면>

 o 링크추적 기능으로 다수 페이지 평가 가능(A-Prompt의 경우 한 페이지씩만 평가

가능)

<평가의 범위를 지정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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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접근성 미비 부분에 대한 수정기능 제공

 o  평가결과를 간단한 통계를 곁들인 보고서로 제공

1

2

1. 사용된 평가지침별로 접근성 평가결과 요약

2. 지침의 평가 항목별로 오류의 위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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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웹 버전제공으로 누구나 간단히 접근성 평가가 가능

 

1

2

1. 웹 접근성 평가를 원하는 페이지의 URL 입력

2. 해당 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보고서로 제공

3. 프로그램 활용방안

 o 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배포하여 개발자들이 손쉽게 웹 접근성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활용

 o 웹 접근성 인증제도 도입시 자동평가 부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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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발전 방향

 웹 접근성 평가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웹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도구이다. 

“카도와(KADO-WAH)”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페이지를 평가

하고 통계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웹 버전은 손쉽게 웹상에서 접근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급속한 웹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웹 페이지의 소스코드의 

형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주기적,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평가, 수정하는 카도와는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상의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접근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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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계획

제 1 절 웹 접근성 표준화 

1. 핵심 표준화대상 기술

 가. 기술 개요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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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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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W3C Consortium(http://www.w3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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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WAI 설립 1997
HTML 4.01

(Recommendation)
1999.12

WCAG 2.0

(Working Draft)
2005.11

XHTML 2.0

(Working Draft)
2005.5

UAAG 1.0

(Recommendation)
2002.12

CSS 2.1

(Working Draft)
2005.6

ATAG 2.0

(Working Draft)
2005.11

SVG 1.2

(Working Draft)
2005.4

<표 8> 관련 기술 연대표

2. 시장현황 및 전망

 가.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2004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시장규모는 71조 1,352억 원으로, 2003년 66조 58억 원

보다 7.8% 증가하고 2002년부터 연 평균 4.2%의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산원, 2004) 이 중 인터넷산업의 인프라 부문으로서 기반산업은 53조 

4,975억 원으로 2003년 대비 7.6% 증가, 연 평균 6.7%의 성장을 이루었다. 인터넷

상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인터넷 지원산업의 

시장규모는 2004년 약 11조 8,350억 원으로 2003년 약 11조 1,566억원에서 6.1% 

증가했으나, 연 평균 10.9% 감소했다. 기반산업과 지원산업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가능토록 하는 인터넷 활용산업은 2004년 5조 8,027억 원으로 2003년 

대비 13.3% 증가했으며, 연 평균 26.2%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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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현황 

 가. 국내기술 개발현황

 국내에서 개발한 웹 접근성 평가도구는 카도와(KADO-WAH)가 유일하다. 카도와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으로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쉬운 

인터페이스로 웹상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나. 국외기술 개발현황

  나-1. 웹 기술 중 기반기술 및 정보모델 분야의 기술 동향(2005년 한국인터넷

백서,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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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웹 브라우징 기술 -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HTML, XML 등의 웹 문서를 

사용자의 화면에 보여주는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크게 

윈도우 기반의 MS, 오픈소스기반의 파이어폭스(Firefox)․오페라 소프트웨어․
애플사파리 등에서 개발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세계 시장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파이어폭스의 

모질라가 약 4%, 기타 업체의 브라우저들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마크업 언어 -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로, 

1986년 ISO에서 표준으로 제정된 SGML과 W3C에서 표준제정된 HTML, XML,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XHTML 등이 있다. HTML의 경우 1999년에 W3C 권고안

으로 HTML 4.01이 발표되었고, XML은 2004년에 XML 1.0(3rd Edition)과 

XML 1.1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XHTML의 경우 2001년에 XHTML 1.1과 

2002년에는 XHTML 1.0 2nd Edition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XML 

Namespace는 1999년에 Namespaces in XML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고, 

2004년에 Namespaces in XML 1.1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2004년에 XML Information Set 2nd Edition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으며, 

XInclude 1.0은 후보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3) 문서 파싱 기술 - DOM(Document Object Model)과 SAX(Simple API for 

XML) 등의 API를 사용하여 웹 문서를 파싱하는 기술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XML과 Apache Group의 Xerces 등의 XML 파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베디드 웹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파싱 칩 개발기술과 대용량 

웹 문서를 고속으로 파싱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4) 문서 편집 기술 - HTML이나 XML 문서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기를 개발하는 기술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HTML 문서 편집기인 

FrontPage와 ALTOVA사의 XML 문서 편집기인 XML Spy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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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서 구조 정의 기술 - DTD와 XML Schema, RELAX NG(Regular Language 

description for XML Next Generation) 등 XML 기반의 웹 문서에 대한 

구조를 정의하는 기술로, XML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DT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2001년에 XML Schema가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RELAX NG가 OASIS Committee Specification으로 발표되었다.

   (6) 문서 스타일 정의 기술 - CSS, XSL 등 웹 문서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기술로, 

1999년에 CSS 1과 XSLT 1.0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고, 2001년에는 

XSL 1.0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2004년에는 CSS 2.1이 W3C 후보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7) 문서 접근 기술 - XML 기반의 웹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2001년에 XML Base와 XLink 1.0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8) 질의어 - XML 기반의 웹 문서의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1999년에 XPath 1.0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9) 데이터베이스 - 대용량의 XML 문서를 저장, 관리, 검색과 질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현재 

Sonic Software사의 Sonic XML Server와 Software AG사의 Tamino 등의 XML 

데이터베이스가 시장에 나와 있으며, Oracle 등의 대형 데이터베이스 회사

에서 기존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 XML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10) 보안 - 2002년에 XML Encryption, XML Signature가 W3C 권고안으로, 

XKMS(XML Key Management Specification) 2.0은 2005년 6월에 W3C 권고안

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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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그래픽스/멀티미디어 - 2001년에 SMIL 2.0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고, 

2003년에 SVG 1.1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으며, Open GIS Consortium

에서 GML Implementation Specification을 발표하였다. MusicXML은 2004년에 

Recordare사에서 버전 1.0을 발표하였고, VoiceXML은 2004년에 버전 2.0이 

W3C 권고안으로 발표되었다.

  나-2. 접근성 분야의 관련 기술 동향

   (1) HTML 4.0의 접근성 부문 향상

    o 웹사이트 구조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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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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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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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폰트를 바꾸기 해 H2 H3을 사용, EM은 강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탤릭체 표 을 해 EM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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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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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어나 두 문자 표현을 위해 ABBR(abbreviation)과 ACRONYM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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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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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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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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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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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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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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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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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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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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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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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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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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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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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미지 속에 텍스트 정보 삽입이 가능

     - 이렇게 함으로서 별도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시각장애인도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

    o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통제 

  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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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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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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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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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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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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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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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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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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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화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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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구 근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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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TTA 2005.12

   ※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 활동

번호 회의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1 1차 회의 7.20
신  

민들 토

미국 재활법 508조 §1194.21 국내 표 화 작업 

방안 모색

2 2차 회의 9.2
신  

민들 토

S/W별 VPAT(Voluntary Product Accessibility 

Template) 검토  표 화 일정 수립

3 3차 회의 9.30 KADO
S/W별 VPAT(Voluntary Product Accessibility 

Template) 요약정리 발표

4 공청회 11.18 KADO 소 트웨어 근성 표 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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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외 표준화 활동실적

번

호
기고서 명

표

구분

표 화

회의명

제안

연월
제안자

제안

번호

채택

구분

채택

연월

채택

번호

1

An Active Step 

toward A Web 

C o n t e n t 

A c c e s s i b l e 

Society

보고서

W3C 

국제 

컨퍼런

스

2005.5

김석일

최두진

호

 나. 기타 활동

구분 기타활동명 연도

한-일 협력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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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일 웹 접근성 전문가 회의 개최(일본 IBM 접근성 연

구센터)

 - 일본 웹 접근성 표준화를 추진하는 JIS 멤버들과 상호 

협력방안 모색

2004

2005

관련법 제정 및 

기본자료 제공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자료 제공 2005

 다. 관련 국제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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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15>와 같다. 이 중 접근성 관련해서는 W3C WAI가 



- 76 -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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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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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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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3C 웹 접근성 표준화 추진현황

  (1) 개요

 1989년 이후, 웹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CERN이 전체 망과 관련된 표준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웹의 발명자인 Tim 

Berners-Lee는 DARPA(U.S.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와 

European Commission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1994년 10월 미국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Leading the Web to its Full Potential"이라는 

모토 하에 최대한 모든 웹의 가능성 개발 및 향후 진화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 또는 

가이드 제시를 목적으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W3C Director의 직책을 맡고 있다.

 W3C는 설립 이후 주관기관을 미국 MIT와 각 대륙별로 확장하여 1995년 4월 프랑스 

INRIA(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Automatique)와 1996년 

8월 일본 케이오 대학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ERCIM(European Research 

Consortium in Informatics and Mathematics)이 INRIA로부터 W3C의 유럽 운영을 

인수했다. W3C는 또한 전 세계 14개 지역의 사무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W3C는 

2005년 11월 기준으로 Microsystems, SUN, IBM, Oracle 등 전세계 397개의 회원

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파슨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네오

엠텔, 인프라웨어가 가입되어 있다. 

  (2) 조직 및 활동

 W3C는 크게 회원(Members), 팀(Team), 사무국(Office)으로 구성된다. 회원

(Member)은 W3C에 가입한 회사나 조직을 의미하며, W3C의 활동의 기본 구성단위로 

W3C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W3C의 활동방향과 정책을 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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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관련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사무국(Office)은 여러 

지역에서의 새로운 회원의 참여를 권장하며, 각 회원 국가로부터의 요구사항들을 

수집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한 W3C의 표준안들을 배포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팀(Team)은 이사(director), W3C 의장(W3C Chair)과 최고 운영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에 의해 운영되며, W3C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다.

 W3C의 실질적인 결정과 보고는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통해 진행된다. 

W3C는 대부분의 작업을 회원기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수행한다. 회원들은 

“Activity proposals"이라고 하는 제안서를 검토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면, W3C는 신규 활동을 시작한다. W3C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개발을 

위한 작업 그룹(Working Groups), 더 일반적 작업을 위한 관심 그룹(Interest 

Groups), 관련 그룹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그룹(Coordination Groups)으로 

구성된다.

 W3C의 활동 및 작업은 구조 영역(Architecture Domain), 상호작용 영역

(Interaction Domain), 기술 및 사회 영역(Technology & Society Domain), 웹 

접근성 영역(Web Accessibility Domain)으로 구분되며,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활동과 특허 정책(Patent Policy)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의 활동은 다음 각각의 그룹을 포함한다.

 1) WAI International Program Office Activity

  ․ Education and Outreach Working Group(EOWG)
  ․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est Group(RDIG)
  ․ WAI Coordination Group(WAI CG)
  ․ WAI Interest Group(WAI IG)
 2) WAI Technical Activity

  ․ Authoring Tool Working Group(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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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aluation and Repair Tools Working Group(ERT WG)
  ․ Protocols and Formats Working Group(PFWG)
  ․ User Agent Working Group(UAWG)
  ․ Web Content Working Group(WCAG WG)

 ※ 자세한 사항은 부록 국제사실 표 화기구 동향조사 참고

 o ISO/IEC/JTC1(정보기술)/SC35(유저 인터페이스)의 활동 현황

  - 사용자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다루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대상

으로 활동

   ․ 사용자와 기기 간 인터페이스(키보드, 마우스, 포인터, 펜, 디스플레이, 입

출력을 위한 음성과 촉각)

   ․ 음성, 시각, 동작, 제스처에 의한 시스템 통제 

   ․ 그림 표시 혹은 아이콘 등을 통한 조작 방법의 표현

   ․ 사람과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대화 방법이나 조작 방법

  - ISO/IEC는 Guide 71인 ‘Guidelines for Standards Developers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2001년)’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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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

<그림 4>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화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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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의 표준화

1. 핵심 표준화대상 기술

 가. 기술 개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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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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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기술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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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현황 및 전망

 가.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1) 통합메시징

 국내 통합메시징 서비스는 포털, 통신사업자 및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무선 인터넷 등 관련 기술의 응용분야가 넓어 조만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편리성을 위한 기존 통신사업자

와의 협력 문제, 핵심기술 개발, 과열된 경쟁상황 타개를 위한 독자적인 비즈니

스 모형 창출, 타 서비스와의 호환성 문제 등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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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외 시장현황 및 전망

  (1) 통합메시징

 통합메시징 서비스는 1998년 9월 미국의 Onebox.com이 최초의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많은 통합메시징 전문 사업자는 물론 뒤이어 출발한 유무선 기간통신 사업자, 

ISP, 포털 사업자 및 각종 서비스 사업자까지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초기에 통합메시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던 사업자들은 수입원을 다양화하지 

못함으로써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안정적인 수익 모형을 설정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가 통합메시징 사업자들에게는 

불황의 시기였으나, 2002년부터 서비스 사업자의 정리단계를 거쳐 재도약할 것이

라는 것이 Gartner나 Ovum 등 전문 시장조사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IDC에서는 기업용과 서비스 제공자용을 합쳐 2002년 전 세계 통합메시징 이용자가 

약 1,350만 명에 이르고, 2005년까지 82.4%의 복합연평균 성장률로 약 5,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 보급과 

통합메시징 보급 추세를 고려할 때 통합메시징 이용자가 2005년 약 9,600만 명, 

2006년에는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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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 세계 통합메시징 서비스 이용자 전망(2000~2005년)

          ※ IDC,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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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형 비즈니스 658 1,513 2,673 3,664 4,831 6,198

/ 형 비즈니스 452 994 2,114 3,503 5,144 6,694

일반 고객 91 304 672 1,267 2,488 5,318

합계 1,201 2,810 5,459 8,434 12,463 18,310

<표 10> 전 세계 통합메시징 서비스 매출 전망(2000~2005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OVUM, 2000

  (2) 음성인식

 최근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등 음성인식 엔진과 인터넷을 연계한 음성 애플리케

이션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Gartner에 따르면 2007년까지 2억5천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기술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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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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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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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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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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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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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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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인식 관련 국내 동향 및 관련 포럼 >

□ 국내 기술개발 동향

 o ETRI, 한국통신 등이 1995년부터 음성인식/합성분야 기술 개발 

  (총 연구비 : 129억)

  - 다중매체 환경하에서 음성 통역기술 개발

  - HCI를 위한 음성입출력 처리기술 개발

  -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

  - 대화형 음성언어 인터페이스 S/W 개발

 o 음성을 이용한 증권정보 음성 다이얼링 서비스 상용화

  - 한국통신 : 음성 증권정보, 음성정보다이얼링, 무인 자동교환 서비스

  - 삼성전자 : 휴대폰 음성다이얼링

 o 음성을 이용한 포털 서비스 업체 증가

□ 음성정보처리산업협의회(http://www.sipic.or.kr)

 o 2001년 2월 국내 음성정보처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음성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음성정보처리산업협의회」가 

발족

 o 주요활동

  - 음성정보처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과 공통 DB 구축 및 기술교류

  - 음성인식/음성합성 DB 공동제작

  - 대용량․내장형 다국어 음성인식 합성기 공동제작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발굴

  - 음성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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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성 합성

   o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포만트합성법을 이용한 한국어 규칙합성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연구 및 반음절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MPLPC(Multi-Pulse 

Linear Prediction Coder) 무제한 단어 합성기가 학계에서 개발되었고, 업계

에서는 LPC를 이용한 무제한 합성기(명칭: 가라사대)가 PC 플랫폼에서 하드

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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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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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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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웹 접근성 평가 도구 개발

   o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도구는 평가지침의 부재로 개발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o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인 W3C와 미국재활법 508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웹 

접근성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A-Prompt" 한국어 버전을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 보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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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인식과 더불어 터치스크린, 제스처, 문자인식, 얼굴표정, 눈동자의 

움직임 등의 비음성 의사표현 수단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에이전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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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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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통역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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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ish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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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Kbyte 속도의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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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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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TTA 2005.12

   ※ 금융 자동화 기기 접근성 표준화 작업반 활동

번호 회의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1 1차 회의 6.8 KADO
ATM 근성 련 국내외 동향 악, 표 화 추

진방안 논의 등

2 2차 회의 7.19 KADO ATM 근성 표 안 검토

3 3차 회의 11.4 KADO ATM 근성 표 안 검토

4 워크 12.1-2
올림픽

크텔
ATM 근성 표 안 작성  검토

5 4차 회의 12.13 KADO ATM 근성 표 안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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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활동

번호 회의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1
스크린리더 근성 

평가 회의
6.25 KADO

국내 3개 업체의 스크린리더 근성 평

가

2
TRS 표 화 작업반 

1차 회의
7.14 KADO 통신 계서비스 표 화 추진방안 논의

3
TRS 표 화 작업반 

2차 회의
8.1 KADO

통신 계서비스 기술표   운 규정 

세부사항 논의  확정, 향후 표 화 

작업 추진 련 논의

제 3 절 정책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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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월 개정) 제 16조(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

통신의 실현) 2항에서는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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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2002. 12월 개정) 제 7조 (장애인․노령자의 정보

통신서비스 이용보장)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노령자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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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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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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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보통신 접근성 권장지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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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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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정보통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노인 등의 사용이 가능한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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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능력의 보완), 13조(청력의 보완 및 대체), 14조(음성입력의 

대체), 15조(인지능력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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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식별 능력의 보완), 18조(반응시각 및 움직임의 보완), 19조(독립적인 

접근), 20조(적절한 문서 형식의 사용), 21조(프레임의 사용), 22조(표의 

사용), 23조(외국어 사용), 24조(탐색과 이동), 25조(새로운 기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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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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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통신, 웹 접근성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에는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실태조사, 국내외 스크린리더 

비교연구, 국내 소프트웨어의 단축키 실태를 조사하였다. 2002년 9월에는 국제 

웹 접근성 평가지침에 따라 웹 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rompt" 한국어 버전 개발을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3년 8월 개발 완료하고, 이를 무료로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2003년에는 홈페이지 관리자 및 디자이너를 300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인식실

태를 파악하였으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였다. 1차년도인 

2002년 사업결과를 토대로 웹 및 정보통신 접근성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

나,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2004년에는 한국형 웹 접근성 평가 도구 개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연구,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 

실태 평가 및 지침 보완 등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다.

 2005년에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금융 자동화 기기 

접근성 표준을 제정하였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정보통신 국가표준

(KICS)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홈페

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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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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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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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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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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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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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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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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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주요 계획

제 1 절 2006년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연구목표

 2006년은 본 포럼의 활동 5차년도에 해당되는 해로서 본격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힘쓰는 해가 될 것이다. 세미나, 교재 제작 등을 통해 아직도 부족한 

인식제고에 힘쓰고, 접근성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또한 접근성 관련 

표준안을 만들어 상정하는 작업과 함께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2002년 1월 제정된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2005년에 이어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

정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웹 분야에서는 2005년 10월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의 개정을 추진하여 중요도가 조금 낮은 지침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웹 관련 지침에 따른 체크리스트와 구체적 제작 기법 등 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2005년 실시한 휴대전화 접근성 평가를 확대하여 휴대폰 

키패드 및 메뉴의 접근성을 위한 표준화, 휴대폰 음성안내 시스템 접근성을 위한 

표준화,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시스템 접근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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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행 과제 내용

1. 정책 분야

 2002년 1월에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이 제정되고, 2005년 10월에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정보통신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지침

들의 성격이 의무가 아니라 권장일 뿐만 아니라 정부, 산업계 등 각계의 인식이 

부족하여 지침의 실효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지침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며,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 평가를 공포할 뿐만 아니라 지침 준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예를 

들면 접근성 준수 제품에 대한 마크 부여 등)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노력들을 2006년에는 본 포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국내 웹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5년 실태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웹 접근성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 실질적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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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2005년 실시된 웹 접근성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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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까지 계속해 온 휴대폰, 금융 자동화 기기(ATM) 등 

정보통신 제품의 표준화 작업을 발전시켜 아래와 같은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

이다.

 가. 휴대폰 키패드 및 메뉴의 접근성을 위한 표준화

  o 휴대폰 키패드의 사이즈 및 배열, 돌기표시 등에 관한 표준화 추진

  o 고려 대상 정보통신기기 : 휴대전화기

  o 고려 대상 기능 : 입력, 화면출력, 조작

  o 고려 설계 방식 : 보편적 설계

 나. 휴대폰 음성안내 시스템 접근성을 위한 표준화

  o 휴대폰의 시각정보를 음성엔진으로 읽어주는 방법에 관한 표준화 추진

  o 고려 대상 정보통신기기 : 휴대전화기

  o 고려 대상 기능 : 입력, 화면출력, 조작

  o 고려 설계 방식 : 보편적 설계

 이와 더불어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정보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표준화 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 106 -

3. 웹 및 S/W 분야

 웹 접근성 분과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2004년 TTA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고, 

2005년 10월에는 정보통신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2004년 상정한 

‘한국형 사용자 도구 접근성 지침 1.0’과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이 TTA 단체표준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05년에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과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여 TTA에 상정

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으로 상정한 4개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표준을 

관련 이해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manual)을 제작․보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버전업하여 2.0으로 개발

하고, 기존 지침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사용례를 마련하여 국내 웹 

개발자 및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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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6년에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 5차년도에 해당하는 해로써 

200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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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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의 및 세미나/워크숍 개최 

    가. 총회

     
     o 일시 및 장소 : 6. 1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o 주요내용 : 보고안건 1건(2004년 포럼 사업수행 실적) 의결

                 심의안건 1건(2005년 사업계획) 의결

                 포럼 발전방향 토론, 세미나 개최

    나. 위원회 운영(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o 분과위원장 회의

      - 일시 및 장소 : 2. 25, 광화문 미세스마이

      - 주요내용 : 2005년 포럼 예산 활용, 국제 표준화 참가 등 운영방안 논

의, 2005년 표준화 관련 작업을 위한 논의 등

     o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6. 27, 서면개최

      - 주요내용 : 2005년 표준화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포럼 운영에 대한 문

제점 및 요망의견, 포럼이 앞으로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의

견

    다.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o 워크숍 개최(1회)

      - 금융 정보화 기기 접근성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2. 1 ~ 2, 올림픽파크텔

       ․ 주요내용 : 금융 정보화 기기 접근성 표준안 작성 및 검토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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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미나 개최(4회)

NO
워크숍/

세미나명

개최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

IT Forum 

Korea

2005

4.26-

27
COEX

o 한국형 사용자 도구의 접근성 지침(김정호, 엑스

비젼 테크놀로지)

o 사용편의성에 기반한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평가

방안(이성일, 성균관대)

o 웹 접근성 준수 추진전략(현준호, KADO)

2
웹 접근성 

향상 세미나
5.25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o 국내외 웹 접근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조

주은, 경북대)

o 국내외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 및 한국형 웹 콘

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방안(홍경순, KADO)

o 국내 홈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실태(이성혜, 팀인

터페이스)

o 웹 접근성 제고방안 토론회 및 간담회

3
2005 포럼 

총회 세미나
6.17 KADO

o W3C 국제 표준화 동향(현준호, KADO)

o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통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최재동,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

o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접근(인터랙션을 중심으

로)(정지홍, 국민대)

4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11.23 KADO

o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공학 활용(육주혜, 나사

렛대학교)

o 보조공학센터의 보조공학 연구개발 및 기기지원 

절차 및 현황(강병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o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보조기기 보급 및 

지원 현황(오도영,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o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정책(홍경순, 

KADO)

o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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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표준화전문가 참가활동 지원

국제회의명 기간
참석자

(소속)
연락처 참가 목 회의 주요내용

제14차 

W3C 국제 

컨퍼런스

2005.5.9

~13

김석일

호
02-3660-2577

한국형 웹 

콘텐츠 

근성 

지침 1.0 

표 화 

추진활동 

발표

․웹 근성 련 국제 표

화 동향 악  련 

해외 문가와의 인  

네트워크 형성

․국내 웹 근성 련 표

 제정  포럼 운 을 

한 선진사례 악

미국 

TRACE 

센터 방문 

 AHGC 

세미나 

참가

2005.11.

7

~13

호 02-3660-2577

련기  

방문  

세미나 

참가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

발, 인력양성, 표 화, 

법․제도 등과 련하여 

기 방문  세미나 참

가

  3. 세부과제

   가. 정책분과

    o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실시

   나. 정보통신 분과

    o 금융 자동화 기기 접근성 표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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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은행 및 기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금융 자동화 기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 자동화 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장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

      ․ 작업반 회의 4회, 워크숍 1회 개최

     - 주요내용 : 금융 자동화 기기의 접근성과 관련된 제작 규격으로, 금융 자

동화 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성을 고려할 때 손쉽게 참고

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관련된 일반사항 및 6개 세부적 기술 항목을 제공

      ※ 2005년 재 표 (안)을 작성하여 12월 TTA에 상정

   다. 웹 접근성 분과

    o 웹 접근성 실태조사 수행

     - 국내 웹 디자이너, 개발자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웹 접근성 인식을 제고

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며, 향후 웹 접근성 지침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 분석대상 기관 : 청와대, 전자정부 등 57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4개 입법․사법기관(총 77개 

사이트)

    o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재활법 508조 §1194.21 기준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화 작업 실시

      ․ 작업반 회의 3회, 공청회 1회 개최

     -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5년 재 표 (안)을 작성하여 12월 TTA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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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 시각 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지체 장애인, 학습 장애인 및 기타 활자 정

보 접근 장애를 가진 독자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 도서에 관한 규정을 확

립하기 위해 표준화 추진

      ※ 2005년 재 표 (안)을 작성하여 12월 TTA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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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준화 추진과제(표준(안)/기고서) 요약서

    가.  2005년도 포럼 표준화 추진과제(표준안)

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표준(안)명
- 국문 :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 영문 : Software Accessibility Guidelines 1.0

표준 상태
①포럼표준개발중□, ②포럼표준제정완료□, ③TTA단체표준제안

예정□, ④TTA 단체표준 제안□, ⑤TTA표준과제채택□, 

표준화 내용요약
접근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해 개발시 준수해야 하

는 요구사항 기술

 1. 표준의 목적

  정보통신 제품이나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들 소프트웨어를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과 동등한 수준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추진 경위

 ① 포럼표준개발 시작일 : 2005. 7월

                 종료일 : 2005. 12월

 ② TTA단체표준 제안일 : 2005. 12월

 3. 대상 및 범위

  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에 적용된다. 또한,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모든 정보통신 제품이나 시스템에 적용된다. 즉, 소프트웨어 내장

형 시스템(embedded system)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적용

된다. 

 4. 내용요약

  이 문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통신 제품이나 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프

트웨어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별히 이 문서 내에 포함된 지침들은 응용 프

로그램이나 운영체제 및 보조기술 설계자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

었다. 그러나 이 지침을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떤 컴퓨터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와 사용자의 처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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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이 지침은 그래픽 프로그램과 같이 마우스와 같은 위치지시장치(Pointing Device)

를 사용해야 하므로 장애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

기 보다는 가능한 한 보다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5. 기대효과

  국내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

고

Reference  참고자료

미국 재활법 508조 §1194.21

국내외 표준과 관련성  미국 재활법 508조 §1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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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표준(안)명
- 국문 :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 영문 : Digital Talking Book Guidelines 1.0

표준 상태
①포럼표준개발중□, ②포럼표준제정완료□, ③TTA단체표준제안

예정□, ④TTA 단체표준 제안□, ⑤TTA표준과제채택□, 

표준화 내용요약
접근성이 있는 디지털 음성 도서를 제작하기 위해 설계시 준수해

야 하는 요구사항 기술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시각 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지체 장애인, 학습 장애인 및 기타 활자 정보 접근 장애

를 가진 독자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 도서(Digital Talking Book, DTB)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기 위

한 것이다. 본 표준의 목적은 이들 대상 집단에게 DTB의 내용과 재생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과 재생기 제작자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2. 추진 경위

 ① 포럼표준개발 시작일 : 2005. 7월

                 종료일 : 2005. 12월

 ② TTA단체표준 제안일 : 2005. 12월

 3. 대상 및 범위

   본 표준은 시각 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지체 장애인, 학습 장애인 및 기타 활자 정보 접근 장

애를 가진 독자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 도서 (Digital Talking Book, DTB)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본 표준의 목적은 이들 대상 집단에게 DTB의 내용과 재생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

스 기관과 재생기 제작자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본 표준은 주로 DTB에 포함된 파일들과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본 

표준은 두 가지 영역에 걸쳐, DTB 재생 장치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파일 요

구 사항에 관련된 플레이어의 성능과 사용자 요구 사항에서 정의되는 영역에 관련된 플레이어 동

작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다.

 4. 내용요약

  디지털 음성 도서(Digital Talking Book, DTB)는 대안적 매체, 즉, 사람의 음성 또는 음성 합성 

장치, 무지 점자 출력 장치, 확대 문자를 출력하는 시각적 출력 장치 등을 통해 대상 집단에게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 파일의 집합이다. 이러한 파일들을 본 표준에 따라 제작하여 

DTB를 구성하면, 빠르고 다양한 문서 내 이동, 읽기 위치 표시 및 색 표시(bookmarking and 

highlighting), 키워드 검색, 원하는 단어의 철자 확인, 각주, 페이지 번호 등과 같은 선택된 항목

을 재생하는 방식을 사용자가 제어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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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시각 및 지체장애인 독자들은 DTB에 포함된 정보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난독증이나 학습장애를 가진 정안인 사용자들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표준이 기초하고 

있는 사용자 요구 사항 문서인 "문서 이동 기능 목록(Document navigation Feature 

List)"[Navigation Features]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표준이 개발되는 동안 씌어진 "Theory 

Behind DTBook DTD"[DTBook Theory]에서도 DTB에서 사용되는 이동 기능에 대한 내용을 비교

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DTB의 내용은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유형에서부터, 음성과 텍스트, 이

미지가 함께 포함된 유형, 텍스트만 포함하고 있는 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DTB 플레이어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제작된다. 가장 간단한 장치로는 음성기능만 지

원되는 휴대용 장치가 있으며, 보다 복잡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레이어에는 녹음된 사람의 음성을 

재생해 주는 오디오 출력 기능뿐만 아니라 음성 합성 기능도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재생 시스템은 PC에 기반하고 비디오 및 오디오 출력, 음성 합성 기능, 무지 점자기

로의 출력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 소개한 "재생 장치 기능 목록

(Playback Device Features List)"[Player Features]는 세 가지 유형의 재생 장치에서 제공할 기

능들에 대한 본 위원회의 우선순위를 기술하고 있다.

 5. 기대효과

  디지털 음성 도서의 표준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Reference  참고자료

DAISY Consortium

국내외 표준과 관련성
미국 국가 표준, 디지털 음성 도서 세부 규정(Specifications for 

the Digital Talking Book, ANSI/NISO Z39.8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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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표준(안)명
- 국문 : 금융 자동화 기기 접근성 표준 1.0

- 영문 : Automatic Teller Machine Accessibility Guidelines 1.0

표준 상태
①포럼표준개발중□, ②포럼표준제정완료□, ③TTA단체표준제안

예정□, ④TTA 단체표준 제안□, ⑤TTA표준과제채택□, 

표준화 내용요약
접근성이 있는 금융 자동화 기기를 제작하기 위해 설계시 준수해

야 하는 요구사항 기술
 

 1. 표준의 목적

  금융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 자동화 기기(ATM : Automatic Teller 

Machines)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표준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은행 및 

기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금융 자동화 기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

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 자동화 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장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경위

 

 ① 포럼표준개발 시작일 : 2005. 6월

                 종료일 : 2005. 12월

 ② TTA단체표준 제안일 : 2005. 12월

 3. 대상 및 범위

 본 표준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 현금 출금기, 기타 금융 관련 자동화 기기 등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금융 자동화 기기를 대상으로 제정되었다. 금융 자동화 기기의 설치 부문

에 대해서는 관련 법(편의증진법)을 준용토록 하고, 본 표준에서는 기기 자체에 대한 접

근성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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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용요약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 자동화 기기의 접근성과 관련된 제작 규격으로, 금융 자동화 기

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성을 고려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관련된 일반사항 및 6개 세부적 기술 항목을 제공한다. 본 세부적 기술항목은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의 제3장을 준용하여 작성되었다.

 5. 기대효과

  금융 자동화 기기의 표준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Reference  참고자료

미국 ADA and ABA

국내외 표준과 관련성
미국 ADA and ABA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Buildings and 

Facilities(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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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5년도 포럼 표준화 추진과제(기고서)

포럼 명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기고서 명 - 영문 명 : An Active Step toward A Web Content Accessible Society

작성자 인적사항

성명

현준호

최두진

김석일

소속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충북대학교

직급

전임연구원

센터장

교수

대표

연락처
02-3660-2577

제출 표준화 

기구

기구명 W3C
관련기술

위원회
WAI

회의명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ross-disciplinary 

workshop on web 

accessibility 2005 W4A

회의기간 2005. 5. 10

장소 일본 치바

표준화 내용요약 (주요 표준화 대상 및 범위)

 

1. 작성배경 및 목적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소개 및 국제 지침인 W3C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 향후 국제 표준화시 국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2. 기고서 내용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개발 연혁 소개(관련 법․제도 및 추진시기 등)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W3C WCAG 1.0 표준 비교 분석

 3. 중요도

 o 국내의 웹 접근성 관련 활동 및 표준 소개서로 중요도는 다소 떨어짐(Base Document) 

Reference  참고자료

국내표준화 여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TTA TTAS.OT-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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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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과위원장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공학부
031-290-7601 silee@yurim.skku.ac.kr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
김석일

충북대학교

유비쿼터스바이오

정보기술연구센터

043-261-3480 ksi@chungbuk.ac.kr

정책

분과위원장
홍경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술팀
02-3660-2571 kshong@kado.or.kr

  o 회원명부

 <표 12>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기관회원 현황

(2005년 12월 현재)

구분 회원사명 담당자 구분 회원사명 담당자

1 삼성전자 반영환 16 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2 한국 IBM 우연환 17 사회정보통신연구원 최동찬

3 LG 전자 권오성 18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임장순

4 한빛소프트 이용식 1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5 이트렉인포다임 박기범 20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백남중

6 솔루웹 함병훈 2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육주혜

7 보이스웨어 한정희 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강찬

8 디지털로드 이은승 23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서인환

9 아이컴시스템즈 문두영 24 IT 전략연구원 조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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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남혜운 26 스페이스 인터내셔널(주) 장연태

12 복지정보원 한덕연 27 충북대학교 김석일

13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28 AD 정보통신(주) 박호성

14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29 (주)넷피아닷컴 이수정

15 (주)플레이에듀테인먼트 이진우
 

<표 13>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개인회원 현황

(2005년 12월 현재)

구분 소속 성명 구분 소속 성명

1 정보통신부 김원철 16 동아대학교 박지용

2 정보통신부 홍사찬 17 국민대학교 정지홍

3 보건복지부 손호준 18 혜천대학 최재하

4 한국전산원 이용석 19 김포대학 손영우

5 한국전산원 정현철 20 광주보건대학 오군석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성한 21 한성대학교 박명철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소영 22 동서대학교 박수현

8 청주대학교 장영건 23 영동대학교 유숙열

9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24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백남중

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송복희 25 한국농아인협회 김상화

11 한성대학교 조세홍 26 나사렛대학교 육주혜

12 숙명여자대학교 권순교 27 한국전기연구원 최돈수

13 창원대학교 심상완 28 (주)다음소프트 박영진

14 한국재활복지대학 강동욱 29 SL2 신기혁

15 동아대학교 강영무 30 (주)해와달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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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구분 소속 성명

31 (주)디지털로드 이은승 58 (주)이화컴 윤명희

3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황성주 59 (주)참좋은인터넷 최원

33 전자신문사 이윤재 60 대전체육중학교 김영진

34 전자신문사 정소영 61 팀인터페이스 김동현

35 장애인복지신문 고신정 62 KAIST 신정식

3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용태 63 산업자원부 박태욱

3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종홍 64 (주)씽크유저 노주환

38 AD 정보통신 박호성 65 다음기술 김영직

39 하상장애인복지관 최명석 66 (주)시도우 신현석

40 건우기획 박성완 67 (주)시도우 나춘식

41 데이콤 김완평 68 미르텍 박줍봉

42 한국점자도서관 육근해 69 LG CNS 이수연

43 LG CNS 예윤주 70 한국교원대학교 김득준

44 보이스웨어 김정훈 71 태백시청 김범진

45 (주)플레이에듀테인먼트 정석진 72 김포시청 최은경

46 LG전자 신승식 73 고성군청 황준하

47 경북대학교 조주은 74 하동군청 임미숙

4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영환 75 수영구청 이상기

49 정보화마을 정윤진 76 의령군청 강창효

5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77 대전광역시 서구청 이혜선

5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기훈 78 금오공과대학교 박용철

52 (주)우리인터넷 조웅희 79 대구교육대학교 박백수

53 (주)넥스트에듀닷컴 문흥기 80 전주교육대학교 김정근

54 (주)건우디앤피 박성완 81 광주교육대학교 최진호

55 국립재활원 박형근 82 용인시청 조우빈

5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성필 83 인천광역시 동구청 배태환

57 호서대학교 송경석 84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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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구분 소속 성명

85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고경숙 9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이명희

86 삼성SDS 박윤철 94 아이앤티시스템 김흥열

87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한승진 95 LG 상남도서관 강지혜

88 제주도청 이은주 96 (주)아이오즈 강건욱

89 (주)위피트 박정화 97 머니투데이 강민혜

90 ilmol.com 미국 대학생 김세민 98 JWK Network 김종우

91 관세청 박석이 99 디지털미디어리서치 조광현

92 세종대학교 성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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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연구비 사용실 보고서

1. 과제개요

과제명
정보통신 근성 

향상 표 화 포럼
연구기간 2005. 4. 15. - 12. 15.

연구책임자 장    창  (인) 연구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

2. 연구비( )                                                   

(단 :천원)

비목
약

산(A)

최종 약

변경

산(B)

집행액

(C)

과집행

불인정액

(B-C=D)

집행잔액

(B-C-D=E)

부당집행

불인정액
검토의견

가. 여비 8,807 7,251 7,251 0 0 -

 ∙국외 여비 8,807 7,251 7,251 0 0 -

나. 기술정보활동비 14,511 16,067 16,067 0 0 -

 ∙ 원회수당

 ∙회의비

 ∙ 문가활용비

 ∙세미나 개최  

참가비

 ∙문헌구입비

2,100

1,140

4,800

5,857

614

2,100

1,140

6,356

5,857

614

2,100

1,140

6,356

5,857

614

0

0

0

0

0

0

0

0

0

0

-

-

-

-

-

-

다. 재료  산처리비 180 180 180 0 0 -

 ∙재료비  산처

리비
180 180 180 0 0

라. 수용비  수수료 2,502 2,502 2,502 0 0

 ∙유인물비

 ∙수수료  제세공

과

 ∙ 량비

2,020

322

160

2,020

322

160

2,020

322

160

0

0

0

0

0

0

소    계 26,000 26,000 26,00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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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산잔액

(단 :천원)

최종 약변경 산
감액

(H)

실집행

잔액

(E-H=I)

부당집행

불인정액

(J)

정산잔액

((I+J)*F/(F+G))=K
정부

출연 (F)

자체부담
계

(G) 물
0 0 - 0

26,000 - -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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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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