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이해 및 정책 



2. 웹 접근성 이란? 

1. 웹 이란 ? 

3. 웹 접근성의 필요성 

4. 웹 접근성 추진전략 

      

5. 웹 접근성 동향 및 정책 



웹(Web)이란 무엇인가? 

1. 직물, 짜인 것 

  

3. 거미줄, 거미집 

2. 얽히고 설킨[복잡한] 관계 

4. (the Web) World Wide Web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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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이란? 



웹(World Wide Web)은 1989년 스위스에 소재한 입자물리

연구소(CERN, European particle Physics Laboratory)의 

연구원인 팀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제안한 것으로   

각종 연구자료와 정보 공유가 목적이었음 

  

웹(Web)의 근원 

1. 웹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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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ream behind the Web is of  
a common Information space in which  

we communicate by  sharing Information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Tim Berners-Lee 
 (웹의 창시자)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이가  
동등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화려함을  
뽐내는  
공간 X) 

   <2013.5.2 서울디지털 포럼> 

1. 웹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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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관련 주요질문 

1위 : 교육시간  

  

<시작에 앞서> 

3. 거미줄, 거미집 

2. 얽히고 설킨[복잡한] 관계 

4. (the Web) World Wide We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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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의원> 
의료정보, 예약서비스 

<학교> 
수업,급식,  
안내문 등 

<일기예보> 
오늘의 날씨 

<도서관> 
도서정보 등 

<뉴스,경제,정치> 

<금융> 
입금, 출금, 계좌이체 등 

<쇼핑> 
구입, 판매 

등 

사회 전반 모든 정보 및 예약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받는 
시대 

웹의 이용범위 
1. 웹 이란? 

<스포츠/레져> 
좌석예약, 정보 등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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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2. 웹 접근성이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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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acebook.com/DynamicControls 

 Good  Access!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은?(해외)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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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은?(국내) 

2. 웹 접근성이란? 



경사로처럼 웹 사이트도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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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NIA) 

물리적 환경에서 계단 옆에 제공하는 경사로처럼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상의 경사로를 만들어 주는 것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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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은 이미지, 동영상, 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과거] 텍스트(text)  

 [현재] 화려한 이미지, 동영상, 소리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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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접근성이란? 

과거에 제작된 지하철노선도 접근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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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사례] 



  

2. 웹 접근성이란? 

최근에 제작된 지하철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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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접근성이란? 

여러분이 색깔 구별에 장애가 있다면… 

14 



장애유형 특징 보완대책 

시각장애 

전맹 모니터를 볼 수 없음, 마우스 사용 어려움 스크린리더, 키보드 

약시 모니터 사용이 일부 가능함 화면확대/고대비 

색맹 색을 구별할 수 없음 색의 제한적 사용 

청각장애 사운드, 오디오 등을 청취할 수 없음 수화, 시각정보 제공 

지체장애 

상지
장애 

손을 사용할 수 없음 
마우스 대체 방법,  
키보드만 사용 

기타 움직임이 어려움 충분한 시간 제공 

언어장애 복잡한 용어, 어려운 용어의 이해 불가능 쉬운 용어 사용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 모니터에 표시된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프로그램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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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이란 ? 

 웹 접근성 표준화 기구 : W3C WAI  
    http://www.w3.org/WAI/ 

• 표준(콘텐츠, 사용자 도구, 저작도구 등) 제정, 웹 접근성 관련 홍보 등 

구 분 정  의 

W3C  

WAI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Robust)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 

* 출처: http://www.w3.org/WAI/intro/accessibilit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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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3.ibm.com/able/dwnlds/SXSW_2012_Cragun_Keohane_IBM.pdf  

(일시적 장애 이용편의 접근성)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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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사람 

보다 
많은 환경 

웹은 보다 많은 사람이, 누구든지  

차별하지않고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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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을 왜 준수하여야 

하는가? 

  

2. 웹 접근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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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70억명 인구 중 

15%가  장애인 

          (약 10억) 
( 출처 : UN ENABLE Websites, 

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8 ) 

 

 

3. 웹 접근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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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접근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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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11,159명(13년 8월말 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5% 

  

연  도 2002 2008  2009 2010 2011 2012 

등록인구 
(천명) 

1.294 2,247 2,430 2,512 2,519 2,511 

3. 웹 접근성의 필요성 

22 



3. 웹 접근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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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 

   확대 및 균등한 기회 제공 
– 장애인,  노인 인구의 증대  

–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확대 
 

 홍보 효과 향상 
– 웹 접근성  준수는 잠재적 고객의 확대(장애인,고령자 등) 

– 기업의  전략적 사회적  책임(CS R) 활동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 미국, 유럽연합, 대한민국 등 주요 국가에서 웹 접근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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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접근성의 필요성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 확대 
•  웹 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신규 고객 확보 가능 
•  일반인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또한  증대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기기  

등 이용상황의 확대 
• 자연환경, 주변환경(공항, 공사장 등)에 구애없이  인터넷 접근 가능 
•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PDA, Mobile 등)에 구애없이 인터넷 접근 가능 

디자인 및 설계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 검색엔진의 색인과정, 사이트 개편, 다국어 버전 등 사이트 개편 및 신

규 제작 시 편의성 증대 

비용 절감의 효과 
• 사이트 운영비용 감소  
• 법제도 개선시(접근성 의무화) 추가 제작 불필요 

홍보 효과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따라 기업 
• 이미지 제고에 도움 

웹 접근성 준수 효과 (Thatcher et. al., 2002) 

3. 웹 접근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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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접근성의 필요성 

26 



  
4. 웹 접근성 추진전략 

가능한 초기에 접근성을 고려하라!  

     Early Stage 

기획단계에서부터 접근성 

 고려 필요!! 

 27 



우리홈페이지의 사전진단 필요>개선 

<‘웹 접근성 지킴이’상하반기 활용> 

  

30 

그럼 웹 접근성을 준수하려면  

당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웹 접근성 추진전략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국가표준 승인(‘05.12)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발표(행안부 고
시)(‘09.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승인(‘10.1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정(행안부 고시)(‘11. 9)  

 국가정보화기본법(’09.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8. 4)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3.5.22) : 품질인증제도 조문 신설                                                       

  법·제도 마련  

5. 웹 접근성 동향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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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성 실태조사(’05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운영(’07년~, 1,390개 사이트 인증)  
 

  개선이 시급한 전자정부 및 자치단체 웹 사이트 개선 지원(’09년) 

  웹 접근성 모니터링단 운영(’10년~)   
                                                                                                        

       공공부문 정보접근 기반환경 조성 

5. 웹 접근성 동향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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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개발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08년~’11년,        1,195명) 

 개발자 및 실무자를 위한 기술 메뉴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개발/보급 – A-Prompt 및 K-WAH(4.0) 

 

 웹 접근성 포털 사이트 운영(www.wah.or.kr) – 웹 접근성 관련 One-stop 서비
스(표준, 실무사례 제공, 온라인 자문 실시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5. 웹 접근성 동향 및 정책 
 

33 

http://www.wah.or.kr/


  웹 접근성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05년~)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05년~’13년 11월) 

 웹  접근성 경진대회(’06년~’07년)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나눔 모바일 앱 공모전(’11년,12년) 

 웹 접근성 온라인 캠페인 전개(’07년~)  

  W3C, UNESCAP 등 국제기구와 국제 세미나 등 기술교류 

웹 접근성 인식제고 및 대외 협력 

5. 웹 접근성 동향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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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추진 (’14년 하반기)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포럼 구성.운영 (’14년 하반기) 

 하반기 웹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상하반기 각 1,000개 

 하반기 웹 접근성 순회교육 추진 : 서울 등 5개 지역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웹 접근성 방문교육, 온라인 자문, 세미나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제고 추진 

   - 자동평가도구 보급, 접근성 진단 및 인증(시범) 추진 등 

향후 추진 방향 

5. 웹 접근성 동향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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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등 모든 사람이 (Possible) 

손쉽게 이용하며 (Easy) 

원하는 것을 빨리 (Fast)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에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것. 

Universal Design Accessibility 

Usability 

Customer Satisfaction 

웹 접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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