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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보 접근성 정책 동향 

(일본 Toyo(東洋) 대학 경제학과 Hajime Yamada 교수) 

 

 

 

일본의 장애인·고령층 통계 

 

□ 일본의 장애인 현황 (전 국민의 약 6%) 

 ㅇ 지체장애 : 3,937,000명(1,000명 中 31명) 

 ㅇ 지적장애 : 741,000명(1,000명 中 6명) 

 ㅇ 정신병 환자 : 3,201,000명(1,000명 中 25명) 

 

□ 일본 인구 변화 

 ㅇ 1억2천8백만명(‘10년) → 8천6백만명(’60년) 

 

□ 일본 고령층 변화 

 ㅇ 생산가능인구(연령 15~64세) : 8천1백만명(‘10년)→4천4백만명(’60년) 

 ㅇ 고령층(65세 이상) : 2천9백만명(‘10년)→3천4백만명(’60년) 

     * 출처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 장애인 정책은 고령층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침 

 ㅇ 일본은 장애인 및 고려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동시 고려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일본 장애인기본법 개정 
 

 

 

□ 2014년 1월 일본,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ㅇ 장애인 관련 광범위한 법 및 제도 개정 작업 중 

 

□ 일본 장애인기본법(‘11년 개정) 중 22조 (정보 접근) 

  

ㅇ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용자 친화적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기 사용 촉진 

   - 장애인의 방송 및 통신서비스 편의성 제고 

   - 장애인 정보 전달 관련 시설의 구축 

   - 장애인 의사소통을 중계하기 위한 직원의 훈련 및 배치 

 ㅇ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공공부분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행정정보화 촉진 시, 장애인의  

     편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확인 

     * 2011년 일본 동해안 대지진 경험을 반영하여 신설 

 ㅇ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및 정보통신 제조 관련 기업은 장애인  

     편의성을 확인하도록 노력 

 

□ 장애인 정책 위원회 설립(2012) 및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2013) 
 

 ㅇ ‘11년 장애인기본법 개정에 따라, ’12년 장애인 정책위원회 

설립되어 ‘12월 12월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및 총리에게 제출 

 ㅇ ‘13년 9월 정부가 제출받은 자료 기반으로 장애인 기본계획 확정 

 ㅇ 장애인 정책위원회는 총리 및 관련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권고할 수 있음 



 ㅇ 장애인 정책위원회는 총리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장애인 독립생활 및 사회참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 

□ 장애인 관련 다른 법률 제정 

 ㅇ 장애인 학대 방지법(2011년 7월 제정, 2012년 10월 발효) 

 ㅇ 장애인 종합 지원법(2012년 6월 제정, 2013년 4월 발효) 

 ㅇ 장애인을 위한 우선 구매 촉진법(2012년 7월 제정, 2013년 4월 발효) 

 

 

일본 장애인 차별 철폐 법 제정 및 발효 
 

 

 

□ 일본 장애인 차별 철폐법(2013년 제정, 2016년 4월 발효) 
 

 ㅇ 장애인 단체 등 시민단체의 요구로 제정된 혁신적 법률로 일본의 

장애인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큼 

 ㅇ 장애인기본법 구체화 및 공공·민간 장애인 차별 법률적 금지  

 ㅇ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의무 부과 

 

   - 7조 관련, 정부는 사회적 장벽을 철폐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8조 관련, 민간부분은 (중간 생략) 노력해야 한다. 

 

 

 

 

 

 

 

 

 



웹 접근성 및 2020년 도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 장애인 차별 철폐법 발효(‘16.4월) 대비 정부준비 미진 
 

 ㅇ 공공부분 전체적으로 법에 무지하여 정보 접근성을 공공부분에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 필요 

 

□ 일본의 중앙정부 웹 접근성 현황(2015년 4월) 
 

 ㅇ 웹 접근성 국제표준(WCAG 2.0 A레벨) 준수 여부 조사 

   - 50개 중앙정부 및 정부기관 : 55% 준수(806,664페이지/1,469,477 페이지) 

     * 출처 : Allied Brains Co., Ltd, www.a-brain.com 일본어 웹사이트 

   -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조사에서 같은 문제 발견 

 

□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준비 
 

 ㅇ 정부, 장애인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등 노력  

 ㅇ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중앙정부·지자체 및 공공교통/숙소 관련  

    민간부분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부재 

 ㅇ 도쿄를 방문를 고려하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련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향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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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ccessibility policy trends in Japan 

Hajime Yamada 

Toyo University, Japan 

 

Popu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There are 3,937,000 (31 in 1,000 in the general population) persons with 

physicaldisabilitiesin Japan. There are also 741,000persons withintellectual disabilities 

(6 in 1,000) and 3,201,000personswith mental disorders (25 in 1,000) in Japan. 

Thesenumbersindicate that nearly 6% of people have some kind of disability1.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of Japan published a 

population forecast in 2012. The total population is predicted todecrease from 128.06 

million in 2010 to 86.74 million by 2060. While the working-age population (aged from 

15 to 64) is predicted todecrease from 81.73 million to 44.18 million, the old-age 

population (65 years of age and over) is predicted toincrease from 29.48 million to 34.64 

million. The ratio of the old-age population to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predicted to 

be closer to 1 in 2060. 

In this presentation, trend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be introduced. But 

these policies affect the everydaylife of older persons. Japan is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and amendment of Basic Act 

Japan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nuary, 

2014, following an intensive process of amending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Basic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mended in 2011. The current text of 

article 22 (Access to Information) is as follows2. 

 

(1)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ities must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use of user-friendly computers and related equipment and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increasing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lating to the use of services for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s, developing facilities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persons with 

                                                   
12014 white paper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ese) 
2Japanese Law Translation service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ft=1&re=01&dn=1&x=42&y=4&co

=01&ia=03&ky=%E9%9A%9C%E5%AE%B3%E8%80%85&pag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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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 and training and dispatching staff to mediate in communic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acquire and use 

information smoothly, express their intentions, and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2) In addition to taking necessary measures so that necessary information is quickly 

and accurately relay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ensure safety in cases 

of disasters or other emergencies,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ities 

must give particular consideration to the convenience of us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eing ensured when promoting the informat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the field of public 

sector. 

(3) Enterprises providing servic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nd other forms of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ngaging in the 

manufacturing of computers, related equipment thereof, and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must endeavor to ensure convenience of us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roviding said services or manufacturing said equipment. 

 

The term “in order to ensure safety in cases of disasters or other emergencies” in 

paragraph 2 was added reflecting on the experience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Paragraphs 1 and 2 are obligations to the public sector and 

paragraph 3 asks forprivate sector endeavor to meet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amended Basic Law, the Commission 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stablished in 2012. The Policy Commission is responsible for the Basic 

Program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fering an opinion to the Prime Minister or 

each of the relevant Ministers,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Prime Minister or to the relevant ministers through the Prime Minister. The 

members of the Policy Commission are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from among 

persons engaged in busines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persons with relev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December 2012 the Policy Commission summarized the Opinion pertaining to the 

NewBasic Program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bmitted it to the Prime 

Minister.Based on this, the government determinedthe BasicProgramme in September 

2013. 

In addition to the amendment of the Basic Act, the following acts were established: 

“Abuse Preven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nacted in June 2011 and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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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in October 2012, “Comprehensive Support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nacted in June2012 and became effective in April 2013 and “Act on Promotion of 

Priority Procure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nacted in June 2012 and 

becameeffective in April 2013. 

 

The Ac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stablished in 2013. The Act is an epoch-making law thatwas formulated in response to 

callsfrom civil society,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materializes the principles of the Basic Act and legally forbids undu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the private sector and both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Article 7, 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pulates that “administrative organs, etc.shall make necessar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the removal of social barriers.” Private entities, 

meanwhile, must “endeavor to make necessar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the 

removal of social barriers” (Article 8, paragraph 2.) 

The Actis scheduled to come into effect on April 2016. Expectations are high that this 

will bring major changes to the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Web accessibility and 2020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he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and amendment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may change society. But even now, less than one yearbefore the effective date ofthe 

Ac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ublic is 

largely ignorant of its existence. Policy measures to familiarize the public with the 

lawsare needed. The same kind of policy measures are necessary to wakeup the public 

sector to information accessibility. 

In April 2015 a company named Allied Brains Co., Ltd. conductedan exhaustive survey 

of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of national governments3 . The survey found that 

806,664 pages in 1,469,477 pages (55%) of 50 ministries and government agencies had 

problems of not complying with level A of WCAG2.0. The company 

conductedanexhaustive survey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and found the same serious 

problem too. 

Japan expects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in 2020 and will welcome a 

                                                   
3Allied Brains Co., Ltd. website (in Japanese) http://www.a-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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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foreign tourists including tourists with disabilities to watch the Games. The 

government is now trying to improve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elevators and escalators in stations around Tokyo. But there is no policy 

measure to improve the web accessibility of the official site of the Games,national and 

local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public transportation 

andaccommodationproviders. 

The number of people who consider visiting is larger than the number of tourists who 

really come to Tokyo; therefore, improvement of web accessibility of relevant sites is an 

important issue. As the accessibility of relevant websites mayaffectpeople’s decision to 

come to Tokyo to watch the Games, we need to ensure good web accessibility for the 

2020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Mobile Phone Accessibility and the 
Work in ITU 

2015 Digital Accessibility Conference 

May 20, 2014, Seoul, Republic of Korea 

 
Mr. Wisit Atipayako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WHO ILO UPU ICAO IAEA UNESCO 

UNIDO WIPO FAO UNWTO WB 

IMO 

IFAD WFP IMF 

WMO 

A specialized agency of the UN  

with focus on Telecommunication / 

ICTs 

Founded in 1865 



ITU-D: ITU’s Development Sector fost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the delivery of technical 

assistance and in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elecommunication/ICT equipment and networks. 

ITU: A Brief Overview 

193 Member States  

567 Sector Members  

159 Associates  

60 Academia  
ITU-R: ITU’s Radio-communication Sector globally 

manages radio-frequency spectrum and satellite orbits 

that ensure safety of life on land, at sea and in the 

skies. 

ITU-T: ITU's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enables global communications by ensuring 

that countries’ ICT networks and devices are 

speaking the same language. 

Headquartered in 

Geneva,  

4 Regional Offices  

7 Area Offices. 

ITU: Elected Officials 

Mr. Houlin Zhao 

ITU Secretary-General 
Mr. Malcolm Johnson 

ITU Deputy Secretary-General 

Mr. Chaesub Lee 

Director  
Telecom Standardization Bureau 

Mr. Francois Rancy 

Director  
Radiocommunications Bureau 

Mr. Brahima Sanou 

Director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reau 



ITU: Reaching out to the World 

Americas  
 

Regional Office 
Brasilia, Brazil 

 
Area Offices  

Tegucigalpa, Honduras.  
Santiago, Chile. 

Bridgetown, Barbados 
  

 
Africa  

 
Regional Office 

Addis Ababa, Ethiopia 
 

Area Offices  
Yaoundé, Cameroon  
Harare, Zimbabwe  

Dakar, Senegal  

  

 
CIS Area Office  
Moscow, Russia 

  

Arab 
 
 

Regional Office 
Cairo, Egypt 

  

 
ITU Headquarter: Geneva, Switzerland 

 
Europe Regional Office 

Geneva, Switzerland 

  

 
Asia-Pacific 

 
Regional Office 
Bangkok, Thailand 

 
Regional Director  

Mr. Ioane Koroivuki 

 
Area Office 

Jakarta, Indonesia 
Head:  Ms. Aurora Rubio 

  

ITU: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Cambodia 

Lao, PDR 

Nepal 

Myanmar 

Timor Leste 

Kiribati 

Solomon Is. 

Tuvalu 

Vanuatu 

Fiji 

Maldives 

Marshall Islands 

Micronesia 

Nauru  

Tonga 

Least Developed Countries (12) 

PNG 

Samoa 

 

D.P.R. Korea 

India 

Indonesia 

Mongolia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Vietnam  

Low-Income States (10)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12) 

Australia 

Brunei  

China/Hong Kong 

Iran 

Japan 

Malaysia 

New Zealand 

R.O. Korea 

Singapore 

Thailand 

The Rest (10) 

38 Member States   

134 Sector Members,  

Associates 

17 Academia 

Land Locked Developing Countries (5) 



 

 

 

 1 billion people  
live with some form of disability  

 1 billion people  
live with some form of disability  

What kind of barriers d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y face? 

 Deafness/hard of hearing 
 Blindness/low vision 
 Limited motion/reduced 

dexterity 
 Impaired cognition 



What do we mean by accessible I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Accessibility means what the user requires to gain 
functional access to ICT and ensures such 
functionality is provided 
 If you cannot see a typical screen you need a way 

to understand what is on it 
 

 If you cannot hear the information, you need a 
way to get that information 
 

 If you cannot input a command on a device, you 
need a way to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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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features for the blind and people with 
low vision 

• Challenge:  Cannot see screens, navigate websites, use touch 
screen keyboards, read electronic books and emails, etc 

• Solutions: 

 Screen readers for computers and mobile phones 

• Converts information into speech or Braille display 

 Gesture-based screen readers for touch screen tablets 
and phones 

 Tactile markers, tactile and/or audible feedback 

 Adjustable font sizes  

 Text to speech functionality 

 Screen magnifiers 

 Audio description and audio subtitles for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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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in Accessibility of smart phone 

Accessibility features for deaf and hard-of-hearing 

• Challenge:  Cannot hear callers or automated electronic 
messages, access emergency services  

 

• Solutions: 

– Volume adjustment and speakers 

– Relay services 

– Video relay services 

– SMS and MMS 

– Visual or vibrating alerts 

– Call logs 

– Hearing aid compatibility 

– Video/TV captioning and signing 

12 

Screen of Hamilton CapTel captioning service 



Barrier in Communication 
• How does the deaf communicate? 

  using sign language to communicate. 
  using lip reading to perceive information. 
  using text or pictures to communication and perceive 

information. 
 

• Communication distortion leading to less understand the 
information. 

• Can not communication to hearing people using sign 
language directly, sign language interpreters are necessary 
persons to help transfer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TRS) 

Mobile Video Relay Service 



Medical Emergency Relay Service 

    SMS 
   Mobile Application 

VRS 

Local Language to Local Sign Language 

3D Thai sign language 
Translation 

Hearing Person Deaf Person 

• Thai Language to Thai Sign Language Translation 

• Thai Sign Language to Thai Language Translation 

 



Example: Send a message to The Deaf 
ฉนักนิขา้วทีบ่า้นเมือ่วานน้ี (I had dinner at home yesterday) 

 

3D Thai sign language 
Translation 

Example: Receive a message from The Deaf 

3D Thai sign language 
Translation 



ASEAN Case 

ASEAN Master Plan 2015 Vision 

Empowering  - Equipping stakeholders with the right skills, technology, connectivity and 
information to harness ICT to its fullest 

Transformational – Harnessing ICT to fundamentally change the way we live, learn work 
and play  

Inclusive -  Involving all the stakeholders in ASEAN-government , citizens and businesses, 
developed and developing, rural and urban, young and old, and thos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Vibrant –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innovative, entrepreneurial and exciting for ICT 
to flourish and succeed 

Integrated -  Connecting the people of ASEAN between its citizens, government and 
businesses 



• Bringing Smart Devices to Underserved 
Communities  

• The Training program of ICT and AT for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Bridge the digital divide within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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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mplementation under Thrust 6 

www.asean4all.org 

www.asean-eclass.org 

ICT Accessibility  
Solutions and Guidelines  

ITU-G3ICT Model 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
Disabilities/Documents/ICT%20Accessibility%20Policy%20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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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Mobile Phones and Services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www.itu.int/ITU-D/sis/PwDs/Documents/Mobile_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ersons-with-Disabilities/Documents/ICT Accessibility Policy Report.pdf
http://www.itu.int/ITU-D/sis/PwDs/Documents/Mobile_Report.pdf
http://www.itu.int/ITU-D/sis/PwDs/Documents/Mobile_Report.pdf
http://www.itu.int/ITU-D/sis/PwDs/Documents/Mobile_Report.pdf
http://www.itu.int/ITU-D/sis/PwDs/Documents/Mobile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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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For more information: 

• 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 

• www.itu.int/accessibility 

 

: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en/ITU-D/Digital-Inclusion/Pages/default.aspx
http://www.itu.int/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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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S6
(약 38개)

모바일
제품

Note 4 & Gear (약 30개)

Galaxy S5 (28개)

협력

두웰(DOWell)

손길(버스탑승)

정보화교육센터
(애니컴, 메이리)

표준 SW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Web 접근성

제품. Galaxy S6 – 주요 개선 및 작은 혁신

시각(Vision) 동작 및 입력(Dexterity & Interaction)

6/26

흑백음영(Grayscale)

색상조정(Colour Adjustment)

돋보기 창(Magnifier Window)

Galaxy TalkBack 도움말(Help)
Galaxy TalkBack 신규 기능
보이스 어시스턴트
(Voice Assistant)

방향 잠금(Direction Lock)

스위치 제어(Universal Switch)



1. 흑백음영(Grayscale)

7/26

2. 색상조정(Colour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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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돋보기 창(Magnifier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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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menu

4. Galaxy TalkBack 도움말(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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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alaxy TalkBack 신규기능 (1/3)

11/26Tizen Platform에선 화면 전체 구성요소에 대해 일시정지(Pause)/재생(Resume)을 제공핛 예정

5. Galaxy TalkBack 신규기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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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alaxy TalkBack 신규기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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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이스 어시스턴트(Voice Assistan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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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Assistant

Media volume
Speech rate
Punctuation
Dark screen
Large cursor



6. 보이스 어시스턴트(Voice Assistan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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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Assistant

Media volume
Speech rate
Punctuation
Dark screen
Large cursor

6. 보이스 어시스턴트(Voice Assistan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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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Assistant

Media volume
Speech rate
Punctuation
Dark screen
Large cursor



6. 보이스 어시스턴트(Voice Assistan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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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Assistant

Media volume
Speech rate
Punctuation
Dark screen
Large cursor

6. 보이스 어시스턴트(Voice Assistant) (5/5)

18/26

Voice Assistant

Media volume
Speech rate
Punctuation
Dark screen
Large cursor



7. 방향 잠금(Direction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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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on swipe direction

8. 스위치 제어(Universal Switc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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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es



8. 스위치 제어(Universal Switch)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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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5

62

고개 숙이기
(Bow)

7

8

Action
Menu

8. 스위치 제어(Universal Switch)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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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탭(Tap)

4

5

6

탭(Tap)
↑

Action Menu Open



개선과 작은 혁신 그리고, 큰 변화

23/26

우리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들과 작은 혁신들이 모아져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게되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http://www.newyorkfed.org/smallbusiness/small-business-summit.html

제품. Galaxy S7, TIZEN

24/26

다시 시작!

더 나아진 모바일 접귺성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핛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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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 접귺성 메뉴가 사라질 수 있는 때가 오길 기

대하고 있다”며 “두웰 앱을 개발핚 학생들과 같은 노력이 모여

을 이용핛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 두웰(DOWell) 개발팀 인터뷰 中 ]

“장애인에 대핚 접귺성 기술은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핚

게 아니라 ” …

“우리 중 75%는 75세까지 산다고 핚다. 그때가 되면 아마 일부는 몸

이 불편핛 수도 혹은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때

가서 IT 기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

[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 인터뷰 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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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2015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  

2015. 5. 20   

문현주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화 배경 

개발 홖경 변화 

인식 부족 
• 소프트웨어 접근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에 대한 인식 부재 

- TTAK.KO-10.0472 공인인증서 가입자 SW 접근성 지침(2010) 

- TTAS.OT-10.0213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2006)  

 

국내외 여건 변화 

수행 홖경 변화 

• OS 수준의 장애인 접근성 기능 제공 

• 접근성 API 제공 

•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의 다변화 

• 터치 인터페이스 사용 확산 

• 소프트웨어 접근성 준수 의무 강화 

   - 미 재홗법 508조, 21세기 통싞 및 비디오 접근성 법 등  

2 

• 모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구 

• 새로운 지식창조산업의 견인차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접근성 문제 사례 

(2012. 2. 27일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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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접근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설계 지침 제공 

사용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에 설치되어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단일 장애의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SW 설계 원칙 제시 

소프트웨어 유형 분류에 따라 시리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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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산업표준 제정 예정 (2015 상반기)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 표준 프레임워크 

(a) 범용 시스템 (b) 폐쇄 시스템 

- 제1부: 프레임워크 및 일반 지침 

- 제10부~: 플랫폼 소프트웨어 

- 제20부~: 접근 가능한 보조기술 

- 제30부~: 폐쇄형 소프트웨어 

-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H/W 

플랫폼 S/W 

응용 S/W 

보
조
기
술 H/W 

플랫폼 S/W 

응용 S/W 

보
조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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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프레임워크 

S/W 

유형 

KS X 1111  

번호 표준 제목 개발 현황 

공통 1 프레임워크 및 일반 지침 

플랫폼 

S/W 

10 플랫폼 소프트웨어 

11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성 설정 

보조기술 
20 접근 가능한 보조기술 

21 화면 낭독 프로그램 

폐쇄형 

S/W 
30 폐쇄형 소프트웨어 

응용 

S/W 

40 응용 소프트웨어 

41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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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1부: 프레임워크 및 일반 지침 

개    요 
1. 적용범위 
2. 인용 표준 
3. 용어와 정의 
4. 소프트웨어 접근성 

4.1 접근성 개념 
4.2 제한사항 
4.3 기대효과 

5. 표준 프레임워크 
6. 사용자 문제 

6.1 시각 기능 손상으로 인한 문제 
6.2 청각 기능 손상으로 인한 문제 
6.3 싞체 기능 손상으로 인한 문제 
6.4 지적 기능, 기억 기능, 얶어의 
6.5 정싞 기능 등의 손상으로 인한 문제 
6.6 음성 기능 및 조음 기능 손상으로 인한 문제 
6.7 기타 외부 위험에 의한 문제 

 
7. 일반 지침 

7.1 일반 사항 
7.2 동등성 보장 
7.3 정보의 인식 
7.4 조작과 이용 
7.5 정보의 이해 
7.6 내구성 
7.7 보조기술 호홖성 

부속서 A 
부속서 B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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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 지침 

7.1 일반 사항 

– TTAS.KO-10.0213 

– 미래부 고시 2013-106호 

– KS A ISO/IEC Guide 71 

– 표준 준수 

7.2 동등성 보장 

7.2.1 생체인식 대체 수단 제공 

7.2.2 개인 정보 보호 

7.2.3 위험 회피 

7.2.4 무리한 조작 방지 

 

 

 

7.3 정보의 인식 

7.3.1 다양한 감각 지원 

시각정보 

청각정보 

촉각정보 

7.3.2 정보 식별 

시각정보 식별 

소리의 식별 

7.4 조작과 이용 

7.4.1 입력장치 지원 

키보드 사용 보장 

위치 지정 도구  

음성 작동 사용 가능 

7.4.2 피드백 제공 

7.4.3 충분한 시갂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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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1부: 프레임워크 및 일반 지침 



7.5 정보의 이해 

7.5.1 일반 사항 

7.5.2 의미와 기능 

7.5.3 조작 결과 예측 

7.5.4 구조와 배치 정보 

7.5.5 오류 정보 제공 

7.6 접근성 기능 호홖성 

7.6.1 접근성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용 

7.6.2 시스템 접근성 기능 이용 보장 

7.6.3 접근성 기능 내장 소프트웨어 설계 

 

 

 

7.7 보조기술 호홖성 

7.7.1 설치 알림 

7.7.2 손쉬운 사용 

7.8 내구성 

7.8.1 설치시 고장 알림 

7.8.2 이용시 고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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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1부: 프레임워크 및 일반 지침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1 적용범위  

2 인용 표준  

3 지침 목적  

4 용어 

5  접근 가능한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일반원칙 

    5.1 인식 가능성  

    5.2 이용 가능성  

    5.3 이해 및 예측 가능성  

    5.4 호홖성 

6  인식 가능성  

    6.1 명칭과 레이블  

    6.2 멀티미디어 콘텐츠 

    6.3       다양한 인식 방법 제공 

    6.3 배경 및 전경 

7  이용 가능성  

    7.1 키보드 사용 보장  

    7.2 위치 지정 도구 사용 보장 

    7.3 초점 표시  

    7.4 충분한 시갂 제공  

    7.5 움직이는 개체 제어  

    7.6 조작 가능  

8  이해 및 예측 가능성  

    8.1 예측 가능성  

    8.2 선형 구조 유지  

    8.3 일관성 유지  

    8.4 경고 및 오류  

    8.5 도움말  

9  호홖성  

    9.1 보조 기술 호홖성 보장  

    9.2 플랫폼 접근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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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가능한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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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원칙 내용 

인식 가능성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및 콘텐츠는 사용자

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 가능성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은 사

용자가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및 예측  

가능성 

사용자가 장애 여부 및 여건과 관계 없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호환성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

여 필요한 플랫폼 접근성 지원 기능과 보조 기술을 정보통신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식 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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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비
고 

6.1 명칭과  
레이블 

6.1.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는 레이블이 제공되어야 한다. 

6.1.2 명칭 제공: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는 적절한 명칭이 제공되어야  한다.  

6.1.3 구분 가능한 레이블 및 명칭: 하나의 창을 구성하는 조작 가능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요소의 레이블과 명칭은 구분되어야 한다. 

6.2 멀티미디어  
콘텐츠 

6.2.1 일반사항 

6.2.2 동영상과 소리의 동기: 동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소리는 영상과 동기 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6.2.3 자막표시: 콘텐츠와 자막이 함께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인식 가능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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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비
고 

6.3 다양한 인식 
방법 제공 

6.3.1 색의 배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및 콘텐츠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식별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3.2 인식 수단 보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이
용하여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3.3 이웃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갂의 구분: 이웃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
소들은 시각적으로도 적절히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6.4 배경 및 전경 

6.4.1 명도 대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와 콘텐츠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배경과의 명도 대비가 3:1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4.2 자동 재생의 방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소리로 인해 화면 낭독기 사용자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4.3 음량 조절 기능 제공: 응용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소리는 음량 조절이 가
능해야 하며, 이는 시스템 음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용 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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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비
고 

7.1 키보드 사용 
보장 

7.1.1 일반 사항 

7.1.2 키보드 내비게이션: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조작이 가능한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갂의 키보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1.3 키보드 조작: 응용 소프트웨어는 몇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는 키보드를 이
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2 위치지정 
도구 사용보장 

7.2.1 일반 사항 

7.2.2 화면 전홖 보장: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치 지정 도구만
으로도 논리적인 화면 전홖이 가능해야 한다. 

7.2.3 위치 지정 도구 조작: 응용 소프트웨어는 위치 지정 도구만으로도 필요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이용 가능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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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비
고 

7.3 초점 표시 

7.3.1.1 시각적 구별 보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시각적으로 구별될 수 있어
야 하며 선택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한 정보는 보조기술로 전달되어야 
한다. 

7.3.1.2 초점 표시 방법 재정의: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초점 표시 
방법을 재정의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초점을 받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와 텍스트 커서는 15인치 화면과 2.5m 떨어짂 지점에서 정상 시력을 가짂 
사용자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7.4 충분한 시갂 
제공 

7.4.1 일반 사항 

7.4.2 제한시갂 해제: 사용자가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한시갂의 변
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용 가능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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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비
고 

7.5 움직이는  
개체 제어 

7.5.1 움직임 제어: 움직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및 콘텐츠의 제어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7.5.2 광과민성 발작 억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및 콘텐츠는 10인치 이상의 
화면에서 초당 3~50회의 속도로 번쩍이는 객체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가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6 조작 가능 
7.6.1 조작 가능한 크기: 사용자 조작이 가능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조작 가능한 크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해 및 예측 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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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비
고 

8.1 예측 가능성 

8.1.1.1 용도에 따른 사용: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가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
게 사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1.1.2 기능 재정의: 재정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기능에 관한 정보가 보
조기술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1.2 사용자 조작에 대한 반응: 사용자 조작에 의해서만 맥락의 변화가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용자 조작이 가능한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8.2 선형 구조  
유지 

8.2.1.1 논리적 구성: 창을 구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 갂의 배치 및 구
조는 논리적으로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2.1.2 표시되지 않는 요소: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관
한 정보는 보조기술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8.2.2 표 구성: 표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
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및 예측 가능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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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비
고 

8.3 일관성 유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표시 방법 및 레이블 위치는 항상 일정하며 관례를 
따라야 한다. 관례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사용 방법은 관례를 준수하는 방법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가 선택 및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8.4 경고 및 오류 알림, 경고 및 오류 메시지는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5 도움말 

8.5.1 접근 가능한 도움말 제공: 도움말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 

8.5.2 접근성 기능 정보 제공: 응용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장애인 접근성 기능
에 관한 정보를 찾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호홖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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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제40부: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비
고 

9.1 보조기술 호
홖성 보장 

9.1.1 일반 사항 

9.1.2 보조기술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그 명칭, 역할, 상태 및 값 등에 
관한 정보가 보조기술로 전달되어야 한다. 

9.1.3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호홖성: 사용자가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는 시
스템을 통해 보조기술로 전달되어야 한다. 

9.2 접근성 기능 

9.2.1 접근성 기능 사용 보장: 사용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도중에 시
스템이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곧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9.2.2 시스템 단축키 사용 보장: 시스템이 제공하는 단축키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준수하면? 

• 소프트웨어 사용자층의 확대 

• 모든 사용자가 다양한 홖경에서 사용 가능 

•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로 다른 사용 홖경에서의 정보 교홖 및 호홖성 향상 

– 보조 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의 호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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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의 적용 및 확산 

• 표준의 주된 이용자: 

– 소프트웨어 설계자 

– 개발자 

– 구매 담당자 

– 접근성 평가자 등 

 

• 소프트웨어 접근성의 확산을 위해서는…  

– 소프트웨어 기업의 자발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 

– 민갂 인증, 홍보 등 인식 확산 노력 필요 

– 정부, 공공기관의 적용, 인증 제도 등 정책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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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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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Limb Disabled People, Computer, and Virtual Click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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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ll Click of Mydinabox’s way

https://www.youtube.com/watch?v=g95TO20h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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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각장애인을 위한  

IoT기술이 접목된 능동형 점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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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때문에 시작, 췌장암 진단 키트 
기존 방법과 비교해 2만6000배(3센트 기준) 이상 저렴.  
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단 5분으로 기존보다 168배 빠르다. 

잭안드라카 





mbc 뉴스8   .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31465_147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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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손목에 차고, 읽고, 대화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능동형 Wearable 점자 스마트 워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
게 있어서 

문자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헬렌켈러 

“ 즉,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신감, 활자정보에 대한 접근성, 독립적 

생활 능력, 그리고 고용과 사회 참여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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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braille = Customizable display type 

We can apply this technology on any devices, any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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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적 움직임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반영 

- 크기 1/20 가격 1/10 

기존 주류 기술 자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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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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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번역은 각 언어별로 오픈소스화 되어 있어 아주 빠른 글로벌화 가
능 

 ~ 2015. 6월 2015. 6월~ 10월 2015. 10월~ 

KBS1 황금의 펜타곤 시즌2 최종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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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Junior’s creative passion + Expert’s experience 

* Ready to go global 
     - 코파운더 중 3인이 영어 능통 

     - 미국 인큐베이터 Founders Institute 연수 

     - 실리콘밸리 Network 

     - 미국, 홍콩 법인설립 문제없음. 

Ju Yoon Kim 
(Leader) 
 Developer 
 University of 
Washington 

Titus Cheng 

 Software 

 University of 
Washington 

 Roy Kim 

 Actuator 
 Johns Healthcare  
           30years of  
             experiences 

  
            

  Ki Seong      
 Hardware 

University  
of Utah 

 Mason      
 Design 

 Inje Univ 

Sun Hwang    
Circuit 
Hetbat 
electronics 
17years of 
experiences 

* Best experts  
      - 핵심기술관련 부품소재 전문가  
          이남규 ; Magnet 전문가 (자화전자 출신) 
              이병정 ; Coil 전문가 (창성전자)      
      - 기구설계 전문가 

          이희수(대산 엔지니이링) 
     

 양민정 (Braille transcriber) 

* Co-R&D with KAIST & 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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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점자 적용 예시 
기존 G20국가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공장소마다 점자 판넬(철판)이 

의무 설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판넬마다 하나의, 단순한 정보밖에 나타내지 못하는 큰 단점이 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1) dot의 점자 모듈을 매립형으로 설치한다면 Realtime 데이터가 점자로 수신가능.  
2) 이 장점을가지고 기존 공공점자 인프라 dot의 모듈로 대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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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기기와 공공기기간의 연동을 통한IoT 생태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