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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웹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 운영 계획

 사업목적

� 장애인 이용도가 높은 소규모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준수여부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

환경 개선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09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의 인식이 낮고 계속 정체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붙임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의무적용기관 현황 참고

� 특히, 재정적 ․ 기술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민간법인, 복지관 

등 중소 규모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여부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환경 개선 필요

< ’14년 웹 사이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 민간법인(80.2점), 교육기관(87.3점), 의료기관(83.9점), 문화예술단체등(85.3)은 보통

• 복지시설(68.7점), 방송·언론(67.9점)은 미흡

 사업개요

� IT 기본소양을 갖춘 대학생 등을 선발(142명), 전문교육(온·오프라인)을 

통해 ｢웹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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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성 준수 의무 민간 확대에 따라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제공(총 2,000개 기관)

� 지킴이 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접근성 

전문가로 멘토 그룹 구성․운영  

� 컨설팅 종료 후 지킴이 활동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해 의견 수렴 

 운영계획

� 지킴이 및 멘토 선발 현황 : 권역별 총 142명(지킴이 130명, 멘토 12명)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계

멘토 3명 2명 1명 2명 2명 2명 12명

지킴이 55명 22명 3명 14명 15명 21명 130명

※ 모집공고(2.25~3.15), 서류심사(3.16~17), 합격자발표(3.18)

※ 교육 불참자, 중도 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지킴이 구성인원의 30% 추가 선발

� 양성교육

  - 교육대상 : ｢웹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 선발자 중 신규 72명

      ※ 지킴이 65명, 멘토 7명/ ※ 기 수료자는 4일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 교육방식 : 오프라인 과정 4일간 교육(총 30시간)

      ※ 사전 온라인교육 90% 수료 의무(신규는 기존·심화 20차시, 기존은 심화 10차시)

      ※ 온라인교육 이수기간 : 3. 19(목) ~ 4. 15(수), 24:00까지

  - 교육내용 : 웹 접근성 진단방법 및 평가 실습 등

� 지킴이 및 멘토 운영

  - 홍보를 통해 대상기관 웹 사이트 접수, 선정(2,000개) 

      ※ 선정기준 :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기관, 장애인 이용도가 높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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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별 전담 지킴이를 지정, 진단 및 총 2회 순회 컨설팅 실시

  - 진단 내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근거한 웹 사이트의 접근성 진단

      ※ 주요 10개 페이지 선정, 24개 검사항목 평가에 대해 ‘웹 접근성 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여 평가

  - 컨설팅 방법

    ․ 멘토가 검토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년 2회(상 ․ 하반기) 공공기관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그룹별 찾아가는 순회 컨설팅 실시(그룹별 

2~3개소)

    ․ 컨설팅은 지킴이가 진단 결과 및 문제해결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멘토가 추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 운영 프로세스

구분 멘토 NIA 지킴이

진  단 
진단 보고서 검토, 

기술자문(5일)

대상 웹 사이트 접수,

권역별 배분

↓

진단 진행상황 점검

↓

최종 보고서 접수

및 활동비 지급

웹 사이트 진단(5일)

↓

진단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요청(멘토)

↓

최종 보고서 제출 

컨설팅
컨설팅 참석

(주요 오류사례 발표 및 

자문)

계획 수립 및 안내, 

컨설팅 진행

↓

보고서 e-mail 제공, 

활동비 지급

컨설팅 참석

(진단 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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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지급 

  - 지급방법 : 진단보고서 접수 후 활동내역에 따라 개인별 계좌 입금

  - 지킴이 & 멘토 주요 활동내용

구분 주요 활동내용

지킴이

․ 접근성 순수여부 진단 및 보고서 작성(연간 20건 내외)

  ※ 보고서 수당 : 50천원/건

․ 진단 결과 송부 및 기본사항 컨설팅(필요시)

․ 순회컨설팅 참석, 진단 결과 설명(상․하반기 각 1~2일)

  ※ 컨설팅 수당 : 100천원/일

․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필요시)

멘토

․ 진단 보고서 검토(연간 100건 내외)

  ※ 보고서 수당 : 15천원/건

․ 권역별 순회컨설팅 참석, 진단 결과 설명(상․하반기 각 2~3일)

  ※ 컨설팅 수당 : 250천원/일

․ 웹 접근성 기술자문(진단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시)

 추진일정

구 분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 지킴이 모집, 선발

   (2월~3월)
선발

� 지킴이 양성교육

   (4월)
교육

� 대상 웹 사이트

   접수, 선정(3월~4월)
2 ,000건

� 진단 실시

  (5월~6월, 10월~11월)
2 ,000건

� 합동 컨설팅 실시

   (7월, 12월)
1차 2차

� 활동비 지급

   (7월, 12월)
1차 2차

� 간담회, 만족도 조사 간 담 회

� 최종 결과보고

   (12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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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 사항

� 진단 보고서 작성 기간은 반드시 준수 

  - 진단 보고서는 담당 멘토의 검토를 거쳐야 최종 보고서로 확정되며,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검토를 마쳐야 이후 그룹별 컨설팅이 진행됨

  - 진단 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담당 멘토에게 문의하거나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 자문서비스 활용

  - 진단 시점(기간)에 대한 담당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서 작성 

기간 내에서 가급적 편의 제공 요망   

� 컨설팅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담당기관에 진단 결과 설명 

  - 전담기관에 대한 진단 보고서 작성부터 컨설팅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함

  - 부득이 지킴이 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즉시 담당 멘토와 NIA 지킴이 

담당자에게 활동중단 사유서 제출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고혜진 책임(02-3660-2576, jalome@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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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웹 접근성 2015년도 웹 접근성 

지킴이 평가기준지킴이 평가기준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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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환경

� 샘플 페이지 선정 기준

선정 페이지 설명 수량

메인 페이지  ‣ 웹사이트의 대표 페이지 1

서브 페이지

 ‣ 메인페이지의 하위 페이지

  - 게시판 페이지

  - 온라인 서식 페이지

  - 멀티미디어(동영상 등) 제공 페이지

  - 그래프, 표 등 정보 제공 페이지

  - 기타 다양한 템플릿 페이지 선정
    ※ 도메인이 바뀌는 경우는 진단 제외

9

합 계 10

  - 사용자 게시물, 멀티미디어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입력 시 접근성 준수 기능 제공 또는 사전안내를 전제로 심사 범위에서 

예외처리

    ※ 게시판의 대체수단 제공 기능이 없더라도 게시물 내에서 이미지의 대체텍스트를 대신하는 

본문을 넣어주는 등 구체적인 접근성 준수 설명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전

안내로 간주

     예) 게시판의 대체텍스트, 자막 제공 수단

  

� 평가 웹 브라우저 및 버전 기준

구분 웹 브라우저 비고

PC 웹 최신 IE(Internet Explorer) 정식 버전 IE11버전

� 검사항목별 준수율 산정방식 : 심사대상페이지내의페이지수

준수한 페이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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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별 평가 기준

공통사항

중복감점여부

◎ 공통영역 등에서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페이지에서 감점되는 경우 1페이지만 감점

   예) 푸터의 주소 대체텍스트 오류

◎ 하나의 오류가 다양한 검사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감점

   예) 논리적 순서 없는 키보드 이동 : 검사항목 8, 17 동시감점

       동일 id로 레이블 제공 : 검사항목 19, 21 동시감점

       ※ 반드시 동시에 오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동시감점 적용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1 지표명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준수 기준
◎ 의미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에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1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2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불충분 또는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1-3
○ 사용자가 등록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대체텍스트 등록을 유도하는

안내 또는 대체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텍스트 정보와 대체 텍스트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인정  

• 조직도, 도식 이미지, 차트 등 복잡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는 단순 텍스트 제공 

이상의 상호 관계, 수식, 흐름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QR코드,  CCTV 등 실시간 영상 등에 대한 대체텍스트는 콘텐츠의 용도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제공

•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CHA)에 대하여 대체텍스트를 빈값(Empty String)으로 

제공한 경우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찾아오시는 길, 뉴스 사진과 같은 본문 이미지에 대하여 대체텍스트를 빈값으로 

제공하고, 본문에 설명이 있음을 안내 후 본문에 설명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대체텍스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텍스트를 빈값으로 제공하고 다른 형태로

대체수단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대체 텍스트 제공을 위해 올바른 IR(Image Replace)기법,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WAI-ARIA) 기법을 사용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이미지 요소에 IR기법 제공 시 display:none; 또는 visibility:hidden; 과 같이 화면 

낭독기에서도 읽지 않는 요소의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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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2 지표명 자막 제공

준수 기준
◎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2-1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2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단의 내용을 불충분 또는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2-3
○ 사용자가 등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대체수단 등록을 유도하는

안내 또는 대체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 멀티미디어 콘텐츠 상의 텍스트에 대한 동등한 음성 또는 원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음성이 없는 동영상의 경우도 대체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도 평가 대상에 포함(단,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의 자막은 파일로 제공한 경우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원고는 페이지 내에서 보여지도록 제공하거나 파일로 제공해야 함

항목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3 지표명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준수 기준 ◎ 색을 배제하여도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3-1

○ 색상만으로 내용을 구분하거나 인식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그래프, 차트, 지도, 필수 입

력항목 등)를 제공한 경우

세부설명

• 차트에 대한 데이터 테이블과 같이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색상만으로 구분되었지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알 수 있거나 주변정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경우에도 사용성을 위

해 명암, 패턴 등으로 색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글꼴, 밑줄(underline), 굵기 ,이탤릭, 크기와 같이 글자 모양 변경 등으로 구분 가능

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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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4 지표명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준수 기준
◎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4-1 ○ 색, 크기, 모양, 방향 등 지시사항을 시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4-2 ○ 소리 등 지시사항을 청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세부설명
• 시각 및 청각을 테스트 하는 검사 콘텐츠, 또는 시각, 청각을 통한 게임 콘텐츠 등 

특수 목적의 콘텐츠는 예외

항목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지표
번호 5 지표명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준수 기준
◎ 내비게이션(메뉴) 및 본문 콘텐츠에서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거나, 18pt 

또는 굵은 14pt 이상에서 3:1 이상인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5-1 ○ 일반 텍스트 또는 이미지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콘텐츠의 모든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 포함)는 명도 대비를 3:1 까지 낮출 수 있음

• 마우스 및 키보드 포커스에 의해 변경(Roll Over) 되는 경우 콘텐츠는 그 중 명도

대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 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항목 6.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지표
번호 6 지표명 배경음 사용 금지

준수 기준
◎ 배경음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배경음 콘텐츠를 사

용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6-1 ○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설명

• 자동 배경음 외에도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만으로 3초 이상 배경음 콘텐츠가

재생되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이더라도 제어 수단이 페이지

의 최상단에 제공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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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7.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7 지표명 콘텐츠 간의 구분

준수 기준
◎ 이웃한 콘텐츠가 테두리, 구분선, 서로 다른 무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도

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7-1

○ 이웃한 콘텐츠를 아래 1가지 방법 이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1-1)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함

   1-2)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함

   1-3)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함

   1-4)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함

   1-5)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함

   1-6)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세부설명

• 테두리, 구분선,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 기타 시각적으로 구분할 때 구분을 

위한 색과 배경색의 명도대비가 4.5: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

• 이웃한 콘텐츠는 서로 같은 수준의 콘텐츠로 저시력 사용자도 구분할 수 있을 정

도로 구분해주는 것을 권장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8.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8 지표명 키보드 사용 보장

준수 기준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8-1 ○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키보드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8-2 ○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세부설명

• 지리정보(GIS)를 활용한 연산기능, 가상현실(VR) 등 포인팅 디바이스 의존적 컨트롤 

기능은 예외로 인정하나 해당 콘텐츠를 건너뛰거나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수단에 접근 및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콘텐츠가 제공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롤오버와 같이 마우스 오버로 운용되는 기능은 키보드 포커스로도 운용되도록 구

현되어야 하며, overflow:scroll과 같이 마우스 휠(wheel) 이벤트 또는 Drag & 

Drop으로 운용되는 기능은 키보드 방향키 또는 대체 할 수 있는 키보드 기능으로 

구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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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9.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9 지표명 초점 이동

준수 기준
◎ 운용 가능한 개체(링크, 버튼, 서식 등)들에 키보드로 접근 시 초점을 인지할 수 있고 

논리적 순서로 이동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9-1 ○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

9-2 ○ 초점 또는 키보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9-3 ○ 텍스트 등 운용할 수 없는 요소에 초점이 되는 경우 

세부설명

• 초점은 순방향(Tab)과 역방향(Shift+Tab 모두 이동 될 수 있어야 하나 역방향 이동

방식이 순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용에 무리가 없는 경우 준수한 것

으로 인정

• 페이지 로딩 시 제공되는 화면을 가리는 레이어 팝업 또는 모달창은 가장 먼저 초

점이 접근되고 닫을 수 있도록 구현한 경우에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사용자 운용에 의해 레이어 팝업이 제공되는 경우 다음 초점 이동은 해당 레이어 

팝업 자체 또는 첫번째 콘텐츠가 되도록 구현하고, 레이어 팝업을 닫을 경우 레이어

팝업 제공 전의 콘텐츠 또는 영역으로 초점이 복귀되도록 구현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스크립트 사용으로 인한 비논리적 이동 및 함정은 오류로 간주

• 초점은 Outline-Style:dotted; 형태가 아니더라도 롤오버, 반전, 실선, 밑줄 등 시각

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10.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지표
번호 10 지표명 조작 가능

준수 기준

◎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각선 길이가 6.0mm 이상의 크기와 컨트롤의 안쪽 여백이 1픽셀 이상을 갖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0-1 ○ 컨트롤의 크기가 대각선으로 6.0mm 이상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2
○ 링크, 사용자 입력, 기타 컨트롤의 테두리 안쪽으로 1픽셀 이상의 여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 window 표준 해상도(96DPI)와 17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6mm를 측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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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11 지표명 응답시간 조절

준수 기준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1-1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2 ○ 제한 시간을 해제 또는 연장하는 방법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또는 정지 방법과 이에 대한 안내는 최소 20초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방법은 10배 이상의 시간을 제공해야함

•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평가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인정 

• 검사대상은 자동전환 페이지(Redirection page), 제한시간 연장, 제한시간 만료 경고

등이 해당됨

항목 1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12 지표명 정지 기능 제공

준수 기준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2-1 ○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에 정지, 이전, 다음 기능이 없는 경우

12-2 ○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세부설명

• 정지, 이전, 다음을 반드시 버튼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단, 마우스를 올려 정지하는 기능은 키보드 접근 시 정지하면 

정지 기능으로 인정하며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아야 함)

• 변경되는 콘텐츠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배너 전체 보기 목록 링크 제공 등)

• 검사대상은 자동적으로 스크롤되는 배너, 자동 변경되는 실시간 검색순위 등이 해당됨

항목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지표
번호 13 지표명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준수 기준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리고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3-1 ○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세부설명
• 깜빡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깜빡임과 번쩍임을 사전에 알리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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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14 지표명 반복 영역 건너뛰기

준수 기준 ◎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4-1 ○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4-2 ○ 건너뛰기 링크의 제공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 건너뛰기 링크는 일반적 키보드 운용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페이지 마다

반복되는 대메뉴 등이 있는 헤더 영역뿐만 아니라 팝업, 프레임 등에서도 페이지 

전환 시 동일한 반복 영역이 있는 경우 건너뛰기 링크가 제공되어야 함

• 부적절한 건너뛰기 링크 제공 방법의 예시

1 키보드 운용 시에도 화면에 보이지 않게 제공 된 경우

2 href 값 연결 등이 잘못되어 동작하지 않는 경우

3 건너뛰는(도착) 위치가 부적절하게 지정된 경우

4 화면 스크롤은 되나 실제 키보드 초점은 이동되지 않는 경우

• 디자인의 특성상 건너뛰기 링크를 보이지 않도록 구현하더라도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의하여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가 표시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반복 영역을 건너뛰는 링크(본문 바로가기 등) 외에 사용자 운용을 돕기 위한 추가 

기능을 제공하였으나 제공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2015년도 �웹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 양성교육

- 20 -

항목 15.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15 지표명 제목 제공

준수 기준 ◎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5-1 ○ 페이지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2 ○ 페이지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3 ○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4 ○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5 ○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6 ○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 부적절한 페이지 제목의 예시

1 페이지 내용과 다른 제목을 제공한 경우

2 동일한 페이지 제목이 존재하는 경우

3 페이지 제목 분류가 더 가능함에도 상위 범주로 제목을 제공한 경우

4 페이지 제목에 2개 이상 반복되는 특수문자를 사용한 경우

• 새 창의 경우 반드시 새 창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단, 페이지 제목 분류가 더 가능하더라도 한 페이지로 구성된 탭메뉴와 같이 사실상 

한 페이지인 경우 상위 범주로 페이지 제목을 제공해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도 “빈프레임”, “내용없음”과 같이 title을 제공해야 함

• 콘텐츠 블록 제목은 헤딩(Headings) 요소 사용 및 레벨 구조화를 권장하되, 다른 

요소를 사용한 구분 또는 WAI-ARIA 기법 등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야 한다.

지표
번호 16 지표명 적절한 링크 텍스트

준수 기준 ◎ 링크 텍스트의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6-1 ○ 목적이나 용도를 알기 어려운 링크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세부설명

• ‘확인’, ‘취소’, ‘이전’, ‘다음’, ‘다운로드’, ‘상세보기’, ‘더보기’ 등과 같이 링크의 목적을

논리적 순서나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면 인정

• 링크 텍스트를 단순히 URL경로로만 제공하지 않는 것을 권장

• 빈 링크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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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항목 17.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지표
번호 17 지표명 기본 언어 표시

준수 기준 ◎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언어를 명시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7-1 ○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7-2 ○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적절하지 않게 명시한 경우

세부설명

• 기본 언어 표시는 Doctype에 맞는 속성을 사용하여 ISO 639-1에서 지정한 두 글

자로 된 언어 코드를 사용해야 함

HTML 4.01 / HTML 5 <html lang="ko" ... >

XHTML 1.0 <html xml:lang="ko" lang="ko" ... >

XHTML 1.1 <html xml:lang="ko" ... >

• 페이지 내 언어가 바뀌는 경우 시작 요소에서 변경하여 명시해 줄 것을 권장

항목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지표
번호 18 지표명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준수 기준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8-1 ○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

18-2 ○ 웹 페이지 시작 시, 새 창 또는 화면을 가리는 레이어 팝업을 제공하는 경우

18-3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나 기능이 발생되어 맥락상 불편을 주는 경우

세부설명

• 입력 서식은 사용자의 운용 중 초점, 선택, 입력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기능 실행, 

초점 이동, 선택 및 입력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텍스트 입력 서식 간 자동 초점 이동 기능(autofocus)은 이전 서식으로 초점을 되

돌아 갈 수 있거나 수정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오류정정을 위한 자동 초점 변경은 예외

• <a target="_blank">로만 새 창을 알린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레이어 팝업의 경우 ‘닫기’ 기능이 없더라도 ‘확인’, ‘취소’ 등과 같은 기능으로 닫는

기능이 제공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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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9. (콘텐츠의 선형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19 지표명 콘텐츠의 선형화

준수 기준 ◎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선형화되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9-1 ○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계층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세부설명
• 제목-내용' 으로 구성된 콘텐츠 목록의 배치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내용 앞에 어떤

제목의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20.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지표
번호 20 지표명 표의 구성

준수 기준 ◎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20-1 ○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2 ○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20-3 ○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구분한 경우

20-4 ○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headers, id 속성을 통해 제목 셀과 내용 셀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20-5 ○ 표의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중첩 표(표 안의 표)를 넣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세부설명

• 데이터 테이블의 제목과 요약정보는 문서타입에 맞는 방법으로 모두 제공해야 하며, 

제목과 요약정보는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 HTML5에서 summary는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caption> 

요소 안에 제목을 포함하여 표의 요약, 구조, 탐색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제목 셀 및 내용 셀의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scope 속성을 사용하여 

제공하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데이터테이블은 자료들(텍스트, 숫자, 그림 등)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

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배치용(레이아웃용) 테이블은 화면 배치를 위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했을 때 이해 가능한 경우에 해당

• 배치용 테이블에는 <th>, <caption> 요소, summary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caption>은 display:no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숨겨야 하는 경우 position 기

법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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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21 지표명 레이블 제공

준수 기준 ◎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21-1 ○ 각 입력 서식에 1:1로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1-2 ○ 각 입력 서식에 1:1로 대응하는 레이블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설명

• <input type="image | hidden | submit | button | reset">을 제외한 모든 

<input>,  <textarea>, <select> 요소에 1:1 대응하는 <label>요소 또는 title 속성

을 통해 레이블을 제공해야 함

• 단, 화면상에 연결할 레이블이 표현되는 경우는 반드시 <label>로 연결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서식 요소가 아닌 요소로 서식 모양 및 기능을 구현한 경우 title 속성 WAI-ARIA 

등을 사용하여 레이블 역할을 하도록 구현해야 함

• <select> 요소의 첫 번째 <option>이 레이블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라도 <label> 

또는 title 속성을 통해 레이블을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항목 2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22 지표명 오류 정정

준수 기준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22-1 ○ 입력 오류 발생 시, 오류 원인 및 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22-2 ○ 입력 오류 발생 시,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22-3 ○ 오류 정보 확인 시, 해당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22-4 ○ 입력 오류 발생 시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

세부설명

• 오류 정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은 ajax 등을 사용해 각 서식 입력 시 마다 정

보를 주거나, 버튼을 제공하는 방법, 최종 전송 시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적

용하더라도 오류가 난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나 기능을 제

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전맹이나 저시력자는 오류가 난 곳에 도달

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오류의 내용을 먼저 텍스트

로 설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고, 오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함

• 은행의 뱅킹과 같이 입력 값의 형식, 범위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고 이미 전송 

된 값에 대하여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처리 가능 여부를 검증 받는 경우는 예외

(단, 입력 중인 화면에서 값의 누락, 형식 및 범위의 유효성 오류 등은 정정 방법

을 제공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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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견고성(Robust)

항목 23.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지표
번호 23 지표명 마크업 오류 방지

준수 기준
◎ 마크업 언어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한 경우 준

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23-1 ○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

23-2 ○ 태그의 중첩 오류

23-3 ○ 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

세부설명 • 위에 언급된 항목 이외의 표준문법 오류 이외에도 모두 준수하도록 권장

항목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지표
번호 24 지표명 웹 애플리케이션 자체 접근성

준수 기준
◎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였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24-1

○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세부설명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

이성 원칙에 따른 접근성 준수 기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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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미래창조과학부 

국립 연구원



2015년도 �웹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 양성교육

- 154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 연구원

방송통신표준   

KCS.OT-10.0003/R2    개정일: 2015년 3월 31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붙임 자료집 

- 155 -

본 문서에 한 작권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 연구원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국립
연구원과 사  의 없이 이 문서의 체 는 일부를 상업  목 으로 복제 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Copyrigh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2015, All Rights Reserved.

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 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표

에 포함된 지침들은 웹 콘텐츠 자, 웹 사이트 설계자들이 련된 

지침을 수하여 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하여 기획되었다. 한 보조 기술 개발자

들이 보조 기술을 설계할 때도 본 표 을 참고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한국형 웹  콘텐츠  근성  지침  2.1(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은 웹 콘텐츠의 근성을 향상시키기 한 기술  규격을 포함

하고 있다.

본 표 에 포함된 지침들에서는 시각 장애, 시력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지  장애, 뇌병변 장애, 과민성 증후 등과 

같은 개별 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웹 콘텐

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본 표 에서 제시하는 방법만으로 구

한 웹 콘텐츠에 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 표 에서는 웹 근성의 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요구 조건

과 지침들을 수하 면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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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침들을 가능한 한 수하기 해서 특정한 기술이 사용되어야 

함을 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표 에 포함되는 지침들을 제정

하는 시 에서 사용되는 기술만으로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개

발될 기술을 최 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향후 개발될 여러 가지 기술을 용하기 해 본 표 이 면 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표 의 체제는 원칙(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 항목(requirement)

의 3 단계로 구 성되었다. 개정된 웹 근성 표 에서는 웹 근성 제

고를 한 4 가지 원칙과 각 원칙 을 수하기 한 13 개 지침  

해당 지침의 수 여부를 확인하기 해 24 개의 검사 항목을 제시하

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 은 국내 웹 련 산업  정책 반에 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이 비장애인 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에 기여할 것이다. 한, 「국가정보화기 본법」,「장애인 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된 웹 근성 부 문의 표

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 표준(권고)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2008.12.

4.2. 국내 표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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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 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 표준(권고)과의 관련성

본 표 은 W3C가 장애인 등이 웹 사이트에 근하는 것을 보장하

기 한 목 으로 개 발한 '웹 콘텐츠 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W3C의 웹 근성 표 은 1999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12월에 개정된 바 있다. 본 표 은 ‘W3C 웹 콘텐츠 근성 가

이드라인 2.0(2008.12.)’의 12 개 지침과 이의 수를 한 성공 기 의 

요도 A 항목을 심으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하 다. 아울러 

이번 개정본에서는 터치스크린 기반의 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

일 웹의 장애인 근성을 보장하기 한 검사 항목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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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KCS.OT-10.0003/R2 W3C WCAG 2.0 비고

1. 개요 - 추가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 추가

3. 용어의 정의 - 추가

4.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방법 - 추가

5. 인식의 용이성
부분

참조

5.1. 대체 텍스트
부분

참조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1.1 Non-text Content
부분

참조

5.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부분

참조

5.2.1. 자막 제공

1.2.1 Audio-only and 

      Video-only(Prerecorded)

1.2.2 Captions(Prerecorded)

1.2.3 Audio Description or Media 

      Alternative

부분

참조

5.3. 명료성
부분

참조

5.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1.3.1 Info and relationships

1.4.1 Use of Color

부분

참조

5.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1.3.3 Sensory Characteristics
부분

참조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1.4.3 Contrast(중요도 AA 항목)
부분

참조

5.3.4. 자동 재생 금지 1.4.2 Audio Control 
부분

참조

5.3.5. 콘텐츠 간의 구분 1.4.8 Visual Presentation(중요도 AAA항목)
부분

참조

6. 운용의 용이성
부분

참조

6.1. 입력장치 접근성
부분

참조

6.1.1. 키보드 사용 보장 2.1.1 Keyboard
부분

참조

6.1.2. 초점 이동
2.1.2 No Keyboard Trap 

2.4.2 Focus Order

부분

참조

6.1.3. 조작 가능 추가

6.2. 충분한 시간 제공
부분

참조

6.2.1. 응답시간 조절 2.2.1 Timing Adjustable
부분

참조

6.2.2. 정지 기능 제공 2.2.2 Pause, Stop, Hide
부분

참조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2.3.1 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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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OT-10.0003/R2 W3C WCAG 2.0 비고

6.4. 쉬운 내비게이션
부분

참조

6.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2.4.1 Bypass Blocks
부분

참조

6.4.2. 제목 제공 2.4.2 Page Titled
부분

참조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2.4.4 Link Purpose
부분

참조

7. 이해의 용이성
부분

참조

7.1. 가독성
부분

참조

7.1.1. 기본 언어 표시 3.1.1 Language of Page
부분

참조

7.2. 예측 가능성
부분

참조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3.2.1 On Focus

3.2.2 On Input

부분

참조

7.3. 콘텐츠의 논리성
부분

참조

7.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1.3.2 Meaningful Sequence
부분

참조

7.3.2. 표의 구성 1.3.1 Info and Relationships
부분

참조

7.4. 입력의 도움
부분

참조

7.4.1. 레이블 제공 3.3.2 Labels or Instructions
부분

참조

7.4.2. 오류 정정 3.3.1 Error Identification
부분

참조

8. 견고성
부분

참조

8.1. 문법 준수
부분

참조

8.1.1. 마크업 오류 방지 4.1.1 Parsing
부분

참조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4.1.2 Name, Role, Value
부분

참조

부록 Ⅰ. 관련 문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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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수 제․개정일 제․개정 내역

제 1 판 2005.12.21.
제정

KCS.OT-10.0003

제 2 판 2010.12.31.
개정

KCS.OT-10.0003/R1

제 3 판 2015.xx.xx.
개정

KCS.OT-10.0003/R2

6. 지식 재산권 관련 사항 

본 표준의 ‘지적 재산권 취급 확약서’ 제출 현황은 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본 표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함에 있어 지식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이용한다.

※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확약서 이외에도 지식 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다.

7. 시험 인증 관련 사항

7.1. 시험 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7.2. 시험 표준 제정 현황

해당 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정보

8 .1. 표 의  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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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OT-10.0003/R2 KCS.OT-10.0003/R1 비고

5.1. 체 텍스트 1.1. 체 텍스트 수정

5.2. 멀티미디어 체 수단 1.2. 멀티미디어 체 수단 동일

5.3. 명료성 1.3. 명료성 수정

6.1. 입력장치 근성 2.1. 키보드 근성 수정

6.2. 충분한 시간 제공 2.2. 충분한 시간 제공 동일

6.3. 과민성 발작 방 2.3. 과민성 발작 방 동일

6.4. 쉬운 내비게이션 2.4. 쉬운 내비게이션 수정

7.1. 가독성 3.1. 가독성 동일

7.2. 측 가능성 3.2. 측 가능성 수정

7.3. 콘텐츠의 논리성 3.3. 콘텐츠의 논리성 수정

7.4. 입력 도움 3.4. 입력 도움 동일

8.1. 문법 수 4.1. 문법 수 동일

8.2. 웹 애 리 이션 근성 4.2. 웹 애 리 이션 근성 수정

8 .2. 주 요  개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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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describes the methods of developing web content that can be accessed by the 

disabled and elderly. This document helps web content developers, designers and content 

providers make web content accessible. Also, this standard is applicable to design an 

assistive technology by AT Developers.

2. Summary of Contents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contains technical specification  to make a 

website so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use internet appropriately. 

This standard also introduces requirements in compliance with accessibility as a measure 

and expected effect brought by following the standard. However, guidelines in this standard 

don't premise specific technologies as possible. The reason for this is to accomodate new 

technology without limiting to current technologies. Therefore, total revision of the standard 

by emerging new technologies of the future is avoidable.

Structure of the standard composes of three steps; principles, guidelines and requirements. 

The revised standard describes 4 principles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13 guidelines to 

fulfill the principles and 24 test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he guidelines were complied.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will influence on domestic web-related industry and policies in 

general,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environment under which all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equally use internet. Also, it will be utilized as a standard for 

web accessibility which is mandated by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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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Dec. 2008

4.2. Domestic Standards 

  None

5. Comparison between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and this Standard

  

5.1. Relevance of this standard with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This standard has been developed to use WCAG 2.0(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2.0). Web Accessibility standard of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was enacted on 

May 1995 and amended on December 2008. This standard has been developed considering 

domestic condition in addition to 12 guidelines and its success criteria level A of WCAG 2.0. 

Furthermore, this revision includes requirements in order to comply with mobile web 

accessibility, since touch screen based mobile devices have been widely used. 

5.2. A Comparative Table of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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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OT-10.0003/R2 W3C WCAG 2.0 Remark

1. Introduction - Added

2. Constitution and Scope - Added

3. Terms and Definitions - Added

4.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 Added

5. Principle I. Perceivable Modified 

5.1. Alternative Text Modified

5.1.1. Proper Text Alternative 1.1.1 Non-text Content Modified

5.2. Multimedia Modified

5.2.1. Captions

1.2.1 Audio-only and 

      Video-only(Prerecorded)

1.2.2 Captions(Prerecorded)

1.2.3 Audio Description or Media 

      Alternative

Modified

5.3. Clarity Modified

5.3.1. Content Perception without Colors
1.3.1 Info and relationships

1.4.1 Use of Color
Modified

5.3.2. Clarified Instructions 1.3.3 Sensory Characteristics Modified

5.3.3. Text Content Contrast 1.4.3 Contrast(level AA conformance) Modified

5.3.4. No Background Audio 1.4.2 Audio Control Modified

5.3.5. Adjacent Content should be 

Distinguishable.

1.4.8 Visual Presentation(level AAA 

conformanc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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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OT-10.0003/R2 W3C WCAG 2.0 Remark

6. Principle Ⅱ. Operable Modified

6.1. Keyboard Access Modified

6.1.1. Keyboard Operation 2.1.1 Keyboard Modified

6.1.2. Focus Order
2.1.2 No Keyboard Trap

2.4.2 Focus Order
Modified

6.1.3. User Input and Control should be 

Controllable.
Added

6.2. Enough Time Modified

6.2.1. Time Adjustable 2.2.1 Timing Adjustable Modified

6.2.2. Pause Control 2.2.2 Pause, Stop, Hide Modified

6.3. Seizures Modified

6.3.1. Avoiding Flashes And Blinks 2.3.1 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 Modified

6.4. Easy Navigation Modified

6.4.1. Bypass Blocks 2.4.1 Bypass Blocks Modified

6.4.2. Page Titled 2.4.2 Page Titled Modified

6.4.3. Proper Link Text 2.4.4 Link Purpose Modified

7. Principle Ⅲ. Understandable Modified

7.1. Readable Modified

7.1.1. Language of Page 3.1.1 Language of Page Modified

7.2. Predictable Modified

7.2.1. User Response
3.2.1 On Focus

3.2.2 On Input
Modified

7.3. Logical Order Modified

7.3.1. Content Sequence 1.3.2 Meaningful Sequenc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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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OT-10.0003/R2 W3C WCAG 2.0 Remark

7.3.2. Tables 1.3.1 Info and Relationships Modified

7.4. Input Assistance Modified

7.4.1. Labels 3.3.2 Labels or Instructions Modified

7.4.2. Error Correction 3.3.1 Error Identification Modified

8. Principle Ⅳ. Robust Modified

8.1. Markup Modified

8.1.1. Markup Correctness 4.1.1 Parsing Modified

8.2. Web Application Accessibility Modified

8.2.1. Accessible Web Applications 4.1.2 Name, Role, Value Modified

Appendix Ⅰ. Related Documents Added

6.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ritten Confirm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is standard can be 

referenced to the website of the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Those using this standard must confirm that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cluded in this standar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exist in relation to written confirmation 

received for this standard.

7. Statement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Object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7.2. Standards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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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Issued date History

The 1st edition 2005.12.21.
Established

KCS.OT-10.0003

The 2nd edition 2010.12.31.
Revised

KCS.OT-10.0003/R1

The 3rd edition 2015.xx.xx.
Revised

KCS.OT-10.0003/R2

8. Detailed History of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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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Ko r e a n  W e b  Co n t e n t  A c c e s s i b i l i t y  G u i d e l i n e s  2.1)

1. 개요 

본 표 은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 비장애인, 은이와 동

등하게 웹에 근할 수 있기 해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 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기술하고 있다.

본 표준에서 제시한 지침들에 따라 웹 콘텐츠를 제작하면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장애

인 등도 해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웹 문서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

야 하는 웹 사이트 이용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 청각을 통해 음향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 신경계의 마비, 근골격계의 마비 또는 선천성 기형 등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

- 읽기나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시각, 청각 또는 손을 사용하고 있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운전 중이

거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 등 장애라기보다는 웹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제한받는 경우  

본 표준에서는 지침을 준수하는 방법과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표준에서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 컴퓨터의 

종류, 운영체제의 종류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술은 

현시점의 기술뿐 아니라 향후 개발될 기술까지도 최대한 수용하여 기술 발전에 따라 표

준의 내용이 빈번하게 수정 또는 개정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웹 사이트 운영자, 정책 입안자, 교사, 학생, 콘텐츠 제작자, 보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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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로그램 개발자를 포함하는 기관과 개인이 신체적인 제약이나 환경적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본 표준은  원칙(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 항목(requirement) 3 개의 구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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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뛰기 링크 반복 역의 순차 인 내비게이션을 생략하고 웹 페

이지의 핵심 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버튼, 텍

스트 링크 등)을 의미한다.

 
고대비 모드

(high contrast)

고 비 모드란 경과 배경 간의 명도 비를 강조하

여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 항목을 보다 뚜렷하게 식

별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검정색 배경에 하얀

색으로 텍스트를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명도 비 

는 색 비가 큰 차이가 나도록 조정하여 화면에 표시

하는 방식을 경조(硬調) 모드라고 하며, 최신 운 체

제에서는 기본 으로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공백 문자

(blank text)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자열을 의미한다.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등의 문법에

서 공백 문자는 “”을 나타낸다. 공백 문자를 화면 낭

독 로그램(screen reader)을 사용하여 읽으면 아무

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광과민성 증후 빛의 깜빡거림에 의해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한

다. 주로 당 3 회~50 회 주기의 번쩍거림이 과민

성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당 20 회 부근의 

번쩍거림이 발작을 가장 잘 일으키는 주 수로 알려

져 있다. 

대체 수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 화)을 체하기 

한 콘텐츠로, 자막, 구술된 내용을 로 옮긴 본

(transcript), 수화(sign language) 등이 그것이다. 여

기서 자막과 본은 텍스트 콘텐츠이며, 수화는 미디

3.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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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형식의 체 콘텐츠이다.

대체 콘텐츠

(alternative 

content)

텍스트 콘텐츠를 오디오, 비디오 는 오디오-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말한

다. 를 들어, 어떤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

하는 비디오 일은 체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대체 텍스트

(alternative

text)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신하기 해 제공되는 등가

의 텍스트를 의미한다. 동 상의 경우에는 6.2  멀

티미디어 체 수단에서 제시하는 체 수단을 제공

한다.

드롭다운 메뉴

(drop-down 

menu)

여러 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목록에서 하나의 항

목만 보이다가 사용자가 메뉴 확장 버튼을 활성화시

키면 나머지 목록의 부 는 일부가 아래로 펼쳐져 

나타나는 방식의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의미한다. 콤

보상자(combo box)라고도 한다.

레이블 모든 사용자 입력(  : 텍스트 입력 상자, 라디오 버

튼, 체크 상자, 드롭다운 메뉴 등)의 용도 는 역할

에 한 설명을 이블이라 한다. 

레이어 팝업

콘텐츠

(layer popup

content)

팝업 창 차단 기능이 있는 라우 에서 시각 으로 

팝업 창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구 한 콘텐츠를 말한

다. 이어 팝업 콘텐츠는 같은 페이지의 일부 역

을 가리고 그 에 표시되므로 그 뒤의 콘텐츠를 보

기 해서는 반드시 이어 팝업을 화면에서 사라지

도록 해야 한다. 이어 팝업은 웹 페이지에 포함되

는 콘텐츠이므로 7.1.2 (  이동)과 8.3.1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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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선형 구조)을 반하지 않도록 구 해야 한다.

마우스 오버

(mouse-over)

웹 페이지 안의 어떤 요소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

았지만 마우스 버튼을 르지 않은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마우스 오버는 해당 요소를 선택만 하고 활성

화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마우스 클릭 마우스 포인터를 특정 객체나 요소를 가리킨 다음 마

우스의 버튼을 르는 행 를 뜻한다. 마우스 클릭 이

벤트가 발생하면 보통은 해당 객체가 활성화되어 어

떤 동작이나 기능을 실행하며, 종종 맥락의 변화가 

일어난다.

마크업 언어

(markup

language)

마크업 언어는 텍스트의 각 부분에 의미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정의한 로그래  언어를 

말한다. HTML, 확장 마크업 언어(XML : eXtensible 

Markup Languag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멀티미디어

(multimedia)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오디오 

는 비디오 콘텐츠를  다른 포맷과 동기화하여 제

공하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는 콘텐츠 재생 과정의 

특정 시 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매체를 

말한다.

명도 대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한다. 

반복 영역

(repetitive 

block)

반복되는 역, 메뉴, 링크 모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

이 같은 치에 여러 웹 페이지에 걸쳐 나타나는 

역을 의미한다. 로벌 내비게이션(global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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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복 역의 하나다. 모든 페이지에 걸쳐 존재하

는 고 역 등도 그 내용의 다름 여부와 계없이 

반복 역으로 간주된다.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란 콘텐츠의 배경을 장식하기 하여 사

용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경 이미지는 제

거하더라도 콘텐츠의 이해와 사용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배경 이미지를 제거하는 경우 콘

텐츠의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콘텐츠는 

배경 이미지가 의미하는 정보를 보조 기술로 달하

도록 구 해야 한다. 

배치용 테이블

(layout table)

제목 행과 제목 열이 있는 데이터용 테이블(data 

table)과는 달리, 콘텐츠 블록을 원하는 크기와 형태

로 배치하기 하여 사용한 테이블을 말한다. 배치용 

테이블은 제목 행, 제목 열  표 제목이 없다.

보조 기술

(assistive 

technology) 

장애를 지닌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능

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를 

의미한다. 표 으로 화면 낭독 로그램(screen 

reader), 화면 확  로그램, 특수 키보드 등을 들 

수 있다. 보조 기술은 보조 공학(기기) 는 보조 기

기라고도 한다.

새 창, 팝업 창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주기 해 재의 창이 아닌 별

도의 창 는 탭으로 열리는 경우, 이를 새 창이라고 

한다. 단, 스크립트 언어의 고유한 기능이나 랫폼에 

의해 생성되는 경고(alert), 확인(confirm), 입력 롬

트(prompt) 등의 메시지 화상자(dialog bo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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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창이나 팝업 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서 팝업 창은 웹 페이지가 로드될 때 자동으로 열리

는 새 창을 의미한다.

스타일 시트

(style sheet)

문서의 표  형태를 규정하는 일련의 명령문을 의미

한다. 스타일 시트는 콘텐츠 제공자가 마련한 것, 사

용자가 마련한 것, 웹 라우 에 내장된 형태 등의 

세 가지가 있다. 를 들어 W3C의 종속형 시트(CSS 

: Cascading Style Sheets) 벨 2, 3 등이 스타일 시

트의 표 인 표  규격이다.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

시간을 통제할 수 없도록 구 된 콘텐츠를 말한다. 시

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는 다음과 같다. 

 자동 갱신되도록 구성된 콘텐츠

 몇  후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성된 콘

텐츠

 자동 으로 스크롤되는 콘텐츠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났다 일정시간 후에 자동

으로 사라지는 화상자(dialog box), 팝업 창, 

이어 팝업 등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웹 페이지에 

한 근이 강제로 차단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

는 콘텐츠

온라인 서식

(online form)

온라인 서식은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값을 수정하여 

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트롤(  : 텍스트 입력 

상자, 드롭다운 선택 메뉴, 라디오 버튼, 르는 버튼 

등)과 그것의 이블로 구성된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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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애플리케이션

웹 콘텐츠에 포함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

성된 소 트웨어의 일종으로, 리치 인터넷 애 리

이션(RIA : Rich Internet Application)이라고도 한다.

위치 지정 도구

(pointing 

device)

마우스나 터치패드  터치스크린과 같이 컴퓨터 화

면의 특정 지 을 직  지정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

한다.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에서는 끝이 뭉툭한 

손가락으로도 컨트롤을 선택하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조작이 가능한 크기로 컨트롤이 제공

되어야 한다. 

음성 입력장치 음성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 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

는 데 사용되는 로그램을 의미한다.

자막

(captions)
상 매체에 포함된 말, 음향  주변 소리 등을 텍

스트로 표 한 매체를 의미한다. 자막은 상 매체의 

진행에 따라 해당 이벤트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자막

은 크게 폐쇄 자막(closed caption)과 개방 자막(open 

caption)으로 구분된다. 폐쇄 자막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막을 끄거나 켤 수 있는 데 반해, 개방 자막

은 비디오 콘텐츠에 캡션 정보가 함께 녹화되어 있으

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자막을 끄거나 켤 수 없다. 

장식을 위한 

글자
정보 제공이나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능과는 무

하게 웹 페이지의 시각 인 표 만을 해 사용된 콘

텐츠의 자를 말한다. 로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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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제목

(appropriate 

title)

콘텐츠의 내용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해당 주제나 

목 을 간단명료하게 표 한 명칭을 의미한다.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ccessibility 

programming 

interface)

운 체제 는 랫폼은 응용 로그램과 보조 기술 

간의 정보 달 방법에 한 로그램 인터페이스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한다. 를 들어 

Windows 환경의 MSAA, UI Automation, 

IAccessible2, MacOSX 환경의 AXAPI, Gnome 환경

의 Gnome Accessibility Toolkit API, Java 랫폼의 

Java Access API 등이 그것이다. 웹 애 리 이션을 

근성 로그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구 하면 

보조 기술과 호환성이 유지된다.

초점

(focus)

웹 페이지 안에서 로그램에 의해 는 사용자의 행

(  : 탭(tab) 키를 이용한 이동)에 의해 어떤 요소

(element)가 선택되었을 경우에 이 그 요소에 있

다고 말한다. 한 어떤 요소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요소가 사용 가능 상태임을 의미한다. 부분의 

응용 소 트웨어(웹 라우  포함)에서 을 받은 

요소는 다른 요소와 구분할 수 있게 을 보이게 

하거나, 테두리를 우거나 는 색을 변경하는 등 

시각 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콘텐츠 블록

(content 

block)

특정 내용에 해 설명하거나 기술하고 있는 정보의 

묶음 는 역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하나의 주제

를 설명 는 기술하고 있는 장(chapter)이나 

(section)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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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선형 

구조

웹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시각 인 2 차원 공간의 

상하좌우로 배치되어 있어서 원하는 곳을 바로 찾아

가거나 그 기능을 바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

러나 화면 낭독 로그램 사용자는 모든 콘텐츠를 순

차 으로 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 인 배치가 아

닌 읽어주는 순서가 요하다. 여기서 콘텐츠가 보조 

기술로 제공되는 순서를 콘텐츠의 선형 구조라고 하

며 이 구조는 논리 이어야 한다. 마크업 언어로 제

작된 콘텐츠의 선형 구조는 스타일 시트와 테이블 구

조들을  제거하면 얻을 수 있다.

키보드

(keyboard)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기 하여 사용하는 입력장

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키보드의 자 입력을 해독

하기 하여 사용되는 소 트웨어도 포함된다. 를 

들어, 키보드의 형태를 가지지 않았지만 기능 으로 

키보드를 신하는 입력장치(  : 노트북  개인 휴

 정보 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터치패드, 음성 입력장치 등) 등도 키보드로 간

주한다. 치 지정 도구와 화면 키보드 로그램을 

조합한 가상 키보드 입력 장치와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의 키보드 입력 로그램도 키보드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

(non-text

content)

그림,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

스키(ASCII) 그림문자, 불릿(bullet) 이미지, 그래픽 

버튼, 이모티콘, 릿스피크(leetspeak) 등과 같이 표  

문자(부호) 체계가 아닌 시각  는 청각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  부호의 경우, 유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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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조합형 는 완성형 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작성

된 텍스트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풀다운 메뉴

(pull-down 

menu)

메뉴 바(menu bar)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마우스 오

버, 키보드를 이용한 )하거나, 활성화(마우스 클

릭 는 엔터키의 름 등)되면 선택한 메뉴 항목의 

아래쪽으로 하  메뉴 항목들이 펼쳐져 나타나는 방

식의 메뉴를 말한다. 

플러그인

(plug-in)

어떤 응용 로그램에 추가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

하도록 구 한 로그램 모듈로, 웹 라우 에서 사

용되는 래시 이어(Flash Player), 실버라이트 

이어(Microsoft Silverlight Player), 검색기

(search engine)  자바 러그인(Java plug-in) 등

이 이에 해당한다.

핵심 영역 웹페이지의 핵심이 되는 주제 는 콘텐츠를 담고 있

는 역으로, 웹페이지별로 사용자에게 달하고 싶

은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콘텐츠가 치한 역을 

의미한다. 를 들어 뉴스 포털의 경우에 헤드라인 

뉴스가 치한 곳을 핵심 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 웹  근 성 을  고 려 한  콘 텐 츠  제 작  방 법

본 표준은 원칙, 지침, 검사 항목의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침을 준수할 경우, 

비장애인, 노인 등이 장애인, 젊은이 등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

식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본 지침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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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력, 장애 유형과 정도(장애의 중복 또는 장애의 경중 등),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경험, 보조 기술 이용 능력 등에 따라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인에게는 맞춤형 보조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표준을 준수하여 웹 콘

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단일 장애를 지닌 사용자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웹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개요

원 칙 지 침 검사 항목

4 개 13 개 24 개

5.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

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

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1 인식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검사 항목

지침(3 개) 검사 항목(7 개)

5.1. 대체 텍스트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

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5.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

화를 제공해야 한다.

5.3. 명료성

5.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

식될 수 있어야 한다.

5.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

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5.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

다.

5.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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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체 텍스트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

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

야 한다. 

(1)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

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2) 의미 있는 배경 이미지 :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

츠는 그 의미가 보조 기술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3)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

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 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대체 콘텐츠의 경우 : 대체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함께 동등한 내용의 수화 동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 동영

상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색맹검사, 

청각검사, 시력검사, 받아쓰기 등과 같은 검사 또는 시험의 경우에도 콘텐츠의 간

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3) 특정 감각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인 경우 : 플루트 독주나 시각적 예술 작품 등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4) 불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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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경우, 보조 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로 공백 문자를 제공해야 한다.

(5) 동일한 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경우 : 보조 기술로 동일한 정보가 반복해서 전

달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 항목 5.1.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각 장애 또는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

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

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4)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5) 의미가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의미하는 대체 텍스트를 보조 기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 콘텐츠의 이해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5.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

서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

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폐쇄 자막을 오디오와 동

기화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면 해설(텍스트, 오디

오, 대본)을 제공한다.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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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대본 및 수화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의 문맥과 동등하여야 한다. 

대체 수단 제공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 자막 제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을 화면에 표시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

막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자막을 지정할 수 있다.

(2) 대본 제공 :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

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본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

가 사용하는 대본을 선택할 수 있다.

(3) 수화 제공 :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

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화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

여야 한다. 

검사 항목 5.2.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각 장애인은 자막을 통해 음성이나 음향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

막을 활용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검색할 때에도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화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청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2)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막이 포함된 영상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막은 소란한 환경이나 오디오 재생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

서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언어별로 사용자가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외국어 습득과 같이 언어 능력이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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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명료성

 5.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

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 및 고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한다. 

(1) 색에 의한 정보 표현 방지 : 차트나 그래프 등을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하면  

모든 색이 단색(회색조)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조 모드에서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색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2) 무늬를 이용한 정보 제공 : 서로 다른 정보를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경조 모드 

사용자, 단색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의 사용자도 충분히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무늬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검사 항목 5.3.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색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

자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된다. 

(2) 흑백 스크린(구형 PDA 등) 또는 고대비 모드 사용자들도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조

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5.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본 검사 항목은 특정 요소를 가리키거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에 한정해 적용

하는 것으로, 콘텐츠의 사용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시각이나 청각 등과 같은 특정한 단

일 감각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감각

을 통해서도 지시 사항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대체 텍스트 포함)는 보조 기술을 통해 다른 감각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지시 사항에는 추가적인 음성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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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와 같은 정보에 대한 인식 : 웹 콘텐츠는 콘텐츠에 접근하

는 사용자들이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하

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를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가리킬 때, 그 대상이 되는 

버튼이 ‘동그란 버튼’ 또는 ‘오른쪽 버튼’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각 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 가리키고자 하는 요소의 실제 명칭이나 그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

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불가피하게 색, 크기, 모양, 위치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 

특정 요소를 가리킬 때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2) 음성이나 음향 정보의 인식 : 사용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 사항을 전

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 사항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험 진행 중 사용자에게 비프 음으로 정답

인지 오답인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청각 장애 사용자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

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정답과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비

프 음과 함께 정답과 오답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지시 사항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검사 항목 5.3.2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각 장애인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위치에 의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보이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

비를 제공하여, 저시력 장애인, 색각 장애인, 노인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한다. 다만, 로고, 장식 목적의 콘텐츠,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명도 대비가 커지는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한다(검사 항목 7.1.2 절 참조). 

(1) 콘텐츠의 명도 대비 : 웹 페이지가 제공하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

지)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2) 폰트 크기에 따른 명도 대비 : 텍스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를 18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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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도 대비를 3대 1까지 낮

출 수 있다.

(3) 화면 확대가 가능한 콘텐츠 :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

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5.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소리(동영상, 오디오, 음성, 배경 음악 등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소리)가 재생됨으로 인해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고 사용하

는데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단 3 초 미만의 소리는 허용한다. 3 초 이상 재생되는 소

리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멈춤, 일시정지, 음량 조절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플랫폼은 콘텐츠가 제공하는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음량

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 자동 재생음을 허용하는 경우 : 자동으로 재생되는 소리는 3 초 내에 멈추거나, 지

정된 키(예 : esc 키)를 누르면 재생을 멈추도록 구현한다. 

(2)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재생 : 콘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정지 상태로 제공

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어판(멈춤, 일시 정지, 음량 조

절 등)을 제공한다.

검사 항목 5.3.4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소리를 방해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3 초 

이후에는 이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가 멈추어야 시각 

장애인이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5.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 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구 해야 한다. 이웃한 콘텐츠를 시각 으로 구분

하기 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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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함

(2)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함

(3)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함

(4)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함

(5)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함

(6)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검사 항목 5.3.5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웃한 콘텐츠 간에 간격을 두면 손가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에서도 콘텐츠의 식별과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6.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입력장치 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과민성 발작 

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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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운용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검사 항목

지침(4 개) 검사 항목(9 개)

6.1. 입력장치 접근성

6.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6.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6.2. 충분한 시간 제공

6.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3. 광과민성 발작 예방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

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6.4. 쉬운 내비게이션

6.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6.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

목을 제공해야 한다.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6.1. 입력장치 접근성

6.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반응 속도나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인 붓질, 헬리콥터나 비행기 등의 훈련

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콘텐츠 등과 시각적인 방법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지리 정보 콘

텐츠, 가상 현실 콘텐츠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1) 키보드 인터페이스와 기능 : 콘텐츠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키보드의 조작 횟수의 많고 적음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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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콘텐츠 : 위치 지정 도구의 커서 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텐츠(붓질 기능

이 필요한 콘텐츠, 시뮬레이션 콘텐츠, 지리정보 응용 콘텐츠, 가상현실 콘텐츠 등), 

움직임 측정 센서를 이용하는 콘텐츠는 이 검사 항목의 예외 콘텐츠로 간주한다. 그

러나 예외 콘텐츠의 경우에도 위치 지정 도구나 움직임 측정 센서를 이용하는 기능

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항목 6.1.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지정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의 경우, 키보드만으로도 웹 콘텐츠

나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6.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입력 간

의 초점 이동은 적절한 순서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조작이 불가능한 상

태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페이지의 전환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초점을 받은 콘텐츠는 저시력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1) 초점 이동 순서 유지 :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초점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 순

서가 관례를 벗어나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가 

예측하는 이동 순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의 관례를 따르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례와 달리 초점 이동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가 논리적이 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입력 창과 로그인 버튼 간의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

자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의 순서이어야 한다. 

(2) 함정 또는 오류 방지 : 웹 콘텐츠는 더 이상 키보드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음 사용자 입력 또는 컨트롤 등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거나 이전 페이지로 초

점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3) 초점의 시각화 : 사용자 입력 등이 위치 지정 도구(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초점을 받았을 때, 해당 컨트롤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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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키보드 조작을 통해 버튼이 초점을 받았을 때 이 버튼의 

주위에 점선의 테두리가 표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치 지정 도구에 의한 초점과 

키보드에 의한 초점의 표시 방법이 다른 것도 허용한다.   

검사 항목 6.1.2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입력 주변의 상하좌우에 위

치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

보드 조작에 의한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사용자 입력의 조작 과정에서 혼란을 주게 된다. 

(2)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특정 영역으로 컨트롤을 이동하였을 경우에 해당 영

역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알려준다면 저시력 장애인, 노인, 지체 장애인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어느 컨트롤이 선택되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쉽게 인

지할 수 있다. 

6.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공해야 한다. 

(1) 컨트롤의 크기 :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컨트롤은 대각선 방향의 길이를 6.0 mm 이

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링크, 사용자 입력, 기타 컨트롤 등의 안쪽 여백 : 링크, 사용자 입력 및 기타 컨트

롤은 테두리 안쪽으로 1 픽셀 이상의 여백을 두고 이곳에서는 위치 지정 도구의 조

작에 반응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 항목 6.1.3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컨트롤을 크게 구현하면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를 이용하는 손 떨림이 있는 사

용자와 시각 장애인도 컨트롤을 용이하게 찾아서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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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충분한 시간 제공

6.2.1. (응답 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웹 콘텐츠 제작 시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가급적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안 등의 사유로 시간제한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해야 한다. 

(1) 시간제한 콘텐츠 사용 배제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예외 콘텐츠 : 시간제한이 있더라도 온라인 경매, 실시간 게임 등과 같이 반응 시

간의 조절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검사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시간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세션 시간이 20 시간 이상인 콘텐츠의 경우에도 

예외로 간주한다.

(3) 반응 시간 조절이 필요한 콘텐츠 : 반응 시간이 정해진 웹 콘텐츠를 사용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응 시간이 완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반응 시

간 조절 기능은 충분한 시간(최소 20 초 이상)을 두고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가) 시간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간제한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항목 6.2.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비장애인보다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지적 장애 또는 학

습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

게 된다. 

6.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웹 콘텐츠는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를 장애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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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 이동하거나 스크롤 되는 콘텐츠 사용 배제 :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를 사

용하지 않는다.

(2) 이동하거나 스크롤되는 콘텐츠 : 저시력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 등은 이동하거나 

스크롤되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웹 콘텐츠는 사용자가 이동이나 스크롤

을 일시 정지시키고, 지나간 콘텐츠 또는 앞으로 나타날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예 :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정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 항목 6.2.2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배너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 장애인, 노인, 뇌병

변 장애인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2) 스크롤되는 뉴스 콘텐츠에서 이미 지나간 뉴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

공되면 콘텐츠의 사용이 편리하게 된다.   

6.3. 광과민성 발작 예방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깜빡이거나(flashing) 번쩍이는(blinking) 콘텐츠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0 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채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태블릿 기기, PC 모니터, 무인 안내기 등)에서는 

콘텐츠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 가능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번쩍이는(blinking) 콘텐츠 사용 금지 : 번쩍임이 초당 3~50 회이며, 10 인치 이상의 

화면에 표시된 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깜빡이는(flashing) 콘텐츠 사용 금지 : 초당 3~50 회의 속도로 깜빡거리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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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는 그 깜빡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번쩍이는(blinking) 시간의 제한 : 웹 페이지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번쩍이는 시간을 

3 초미만으로 제한하면 지속적인 번쩍임으로 인한 사용자(예 : 광과민성 증후 환

자, 학습 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등)의 발작을 예방하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

릴 수 있다. 

검사 항목 6.3.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광과민성 증후가 있는 사용자들은 빛이 번쩍거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검사 항목을 준수한 콘텐츠는 광과민성 증후가 있는 사

용자도 접근 가능하다.

(2)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지속적으로 번쩍거림이 있는 콘텐츠를 집

중하여 응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웹 콘텐츠는 주

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접근이 가능하다.

6.4. 쉬운 내비게이션

6.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키보드 사용자는 페이지가 로드된 이후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뉴 및 

링크 목록 등을 탭 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내비게이션 한 후에 핵심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메뉴 등을 페이지가 로드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뉴 등을 다시 듣게 된다. 키보드 사용자

와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가 겪게 되는 이러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메

뉴 등과 같은 반복 영역을 바로 건너뛰어 핵심 영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

공해야 한다. 

(1) 반복 영역을 건너 뛸 수 있는 수단 제공 : 웹 페이지가 제공하는 핵심 영역이 위치

한 곳으로 직접 이동하는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한다. 건너뛰기 링크는 웹 페이지의 

가장 앞에 제공한다.

(2) 여러 개의 건너뛰기 링크 제공 : 여러 개의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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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건너뛰기 링크를 가장 먼저 나타내도록 한다. 

(3) 시각적인 구현 : 건너뛰기 링크는 시각 장애인뿐 아니라 지체 장애인도 키보드 조

작 횟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메뉴 건너뛰기 링크는 화면에 

보이도록 구현해야 한다. 

검사 항목 6.4.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웹 페이지의 상단이나 좌측 프레임에 동일한 링크 목록이 반복되는 영역이 포함되

어 있으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이 링크 목록을 순서대로 읽어준 후에야 필요한 

부분을 읽어주므로 매우 불편하다. 마찬가지로 키보드 사용자들은 모든 링크 목록

을 순차적으로 이동해야만 핵심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웹 페이지의 첫 부분에 핵심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면 

키보드 사용자는 몇 번의 키보드 조작을 통해서 핵심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 색인이 없는 긴 문장으로 구성된 콘텐츠의 경우에 콘텐츠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웹 페이지의 시작 부분에 색인을 제공하면 필요한 부

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어 보다 쉽고 빠르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다. 콘텐츠를 

장, 절, 소절 등으로 구분하면 웹브라우저 또는 보조 기술이 제공하는 장, 절, 소절 

간의 빠른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웹 사이트에서 사이트 맵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

여 필요한 정보가 위치한 페이지로 보다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6.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의 제목은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운용하기 쉽게 도와준다. 

제목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해당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한다. 

(1) 웹 페이지 제목(title) 제공 : 모든 웹 페이지가 해당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 

제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여러 개의 웹 페이지가 열려 있더라도 사용자(예 : 시

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중증 지체 장애인 등)는 제목을 통해 웹 페이지를 선택하



붙임 자료집 

- 197 -

므로 모든 웹 페이지에는 해당 페이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

다. 또한, 웹 페이지 제목은 유일하고 서로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  

(2) 팝업 창 제목(title) 제공 : 팝업 창에도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3) 프레임 제목(title) 제공 : 웹 페이지의 모든 프레임에는 각 프레임을 설명하는 간단

명료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프레임에 간단명료한 제목이 부여되면 사용자

(예 : 시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중증 지체 장애인 등)는 프레임 제목을 통해 프레

임의 선택, 이동 등이 가능하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프레임에도 '빈 프레임' 등과 

같이 제목을 제공한다. 

(4) 콘텐츠 블록 제목 구성 :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heading)을 제공하면 제목

과 본문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제목을 이용하여 콘텐츠 블록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문이 없는 콘텐츠 블록에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5) 특수 기호 사용 제한 : 웹 페이지, 프레임 또는 콘텐츠 블록의 제목은 문장의 하나

로 간주하여 불필요한 특수 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검사 항목 6.4.2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웹 페이지에 서로 다른 제목을 제공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웹 페이지가 열려 있더라도 사용자(예 : 시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지체 장애

인 등)는 웹 페이지의 제목을 확인하여 열려있는 웹 페이지 간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만의 유일하고 서로 다른(unique and 

exclusive) 페이지 제목을 가져야 한다.

(2)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프레임에 제목을 제공하면 사용자(예 : 시각 장애인, 지

적 장애인, 중증 지체 장애인 등)는 프레임 제목을 통해 프레임 간을 매우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페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페이지에 포함

된 모든 프레임은 해당 프레임만의 유일하고 서로 다른 프레임 제목을 가져야 한다.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링크는 주변 맥락을 통하여 용도나 목적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링크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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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 

(1)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링크 텍스트 제공 : 링크의 용도나 목적지를 링크 

텍스트만으로 또는 주변의 맥락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링크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가) 문장의 일부분에 링크를 연결하는 경우 :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목

적지, 용도 등을 표현한 텍스트에 링크를 연결해야 한다.

(나) ‘바로가기’, ‘GO’ 등의 링크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 URL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는 문장에 이어서 링크 텍스트를 삽입한다.

(다) 이미지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URL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와 URL로 

이동하는 이미지 링크는 하나의 링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이미지 링크의 대체 텍스트는 공백 문자로 제공해야 한다.

(라) 동일한 제품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각각 설명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들은 

각 링크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탭(tab) 컨트롤을 이용하여 공지사항 목록을 나열하고, 주변에 ‘더보기’ 링크를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더보기’ 링크는 그 맥락으로부터 ‘공지사항 더보기’임을 

알 수 있다. 

(2) 이미지 링크 구성 : 아이콘(icon)으로 링크 텍스트를 대신하여 표현한 경우(예 :   

홈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링크를 집 모양의 아이콘 이미지로 대신하고 해당 아이

콘에 홈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 해당 아이콘 이미지만으로도 

링크의 용도나 목적지,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제공한다. 아이콘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검사 항목 6.1.1 절의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을 참고해야 한다.  

 

검사 항목 6.4.3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텍스트에 링크를 연결할 때, ‘여기를 클릭하세요.’와 같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

하여 링크를 연결한 경우, 시각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클

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무슨 내용이 제시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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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링크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구성하면 장애인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 무

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시각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쓸데없는 콘텐츠 간의 이동 과정을 피할 수 있다. 

7.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

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1 이해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검사 항목

지침(4 개) 검사 항목(6 개)

7.1. 가독성
7.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

다. 

7.2. 예측 가능성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

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

다.

7.3. 콘텐츠의 논리성

7.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

해야 한다.

7.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7.4. 입력 도움

7.4.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

공해야 한다.

7.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7.1. 가독성

7.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웹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콘텐츠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보조 기술로 전달한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화면 낭독 프로

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전달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도록 제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웹 페이지의 기본 언어는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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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페이지의 언어 명시 :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적용되는 기본 언어를 

반드시 정의해야 한다.

검사 항목 7.1.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점역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은 웹 페이지의 기본 언어를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음성 모듈을 선택하거나 해당 언어에 적합한 점역 방법을 선

택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7.2. 예측 가능성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은 초점을 받았을 때에 의도하지 않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실행

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즉,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의 기능은 사용자의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조작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창, 팝업 창 등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1)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컨트롤이 초점을 받았을 경우, 사

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단, 기능의 실행이 아니라 초

점을 받은 요소의 색깔이 반전되거나 테두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변화, 

또는 사용자 제어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추가 정보 등은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의 실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음은 종종 발생하는 대

표적인 오류들이다.

(가) 온라인 서식이 자동적으로 제출됨

(나) 새 창이 열림

(다) 드롭다운 메뉴가 열림만으로 특정 메뉴 항목이 실행됨

(라)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 초점을 받는 것만으로 특정 메뉴의 기능이 

실행됨

(마) 사용자 제어(초점)가 다른 컨트롤로 이동하거나 사라지거나 또는 그 위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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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없음  

(2) 입력에 따른 변화 :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예 : 콤보 상자, 라디오 버튼, 

체크 상자 등)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의미하는 기능이 실행

되거나 서식 제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해당 기능이 실행되거나 서식 

제출이 일어나는 것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과 함께 제공되는 실행 버튼

을 활성화(클릭)하였을 때 비로소 실행되어야 한다. 단, 기능의 실행이 아니라 초점

을 받은 사용자 입력 또는 컨트롤의 색깔이 반전되거나 테두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변화, 또는 사용자 제어(초점)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추가 

정보 등은 입력 변화에 따른 기능의 실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새 창/팝업 창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창을 열어 정보를 전달해서

는 안 된다. 

(4)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은 콘텐츠의 논리적 초점 이동 및 콘텐츠의 선형 구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새 창/팝업 창/레이어 팝업의 닫음 : 새 창/팝업 창/레이어 팝업에 초점이 있을 경

우 새 창/팝업 창/레이어 팝업을 닫거나 종료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해당 창 또

는 팝업 등이 종료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화면에 나타난 새 창/팝업 창/레이어 팝

업을 닫거나 종료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 또는 팝업 등이 종료되

지 않으면 사용자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 특히 레이어 팝업의 경우에 이러한 혼란

이 가중될 수 있다.  

검사 항목 7.2.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각 장애, 지적 장애 또는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초점 및 문맥의 변화를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2) 사용자에게 미리 새 창 열림을 경고하면 뒤로 가기 버튼이 더 이상 예상처럼 동작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데 따른 혼란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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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콘텐츠의 논리성

7.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는 보조 기술 사용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유지 :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그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형 구조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내용, 표현 및 기능 분리 :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순서는 웹 페이지

에 수록된 콘텐츠의 선형 구조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나열 순서는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각적으로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의 선형 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 항목 7.3.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의 선형 구조가 논리적인 콘텐츠는 지적 장애, 언어 장애 및 학습 장애가 있

는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콘텐츠의 선형 구조가 논리적인 웹 콘텐츠는 스타일 시트(style sheet)를 바꾸거나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7.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표를 제공할 경우,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표 정보 제공 : 데이터를 표로 구성할 경우, 표의 내용,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하여 표의 이용 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2) 표의 구성 : 표의 내비게이션을 위하여 표의 셀은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

록 구성해야 한다.

검사 항목 7.3.2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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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록 구현한 데이터 테이블은 시각 장애인에게 데이터 

셀에 대한 제목 셀의 내용 또는 제목 셀과의 관계를 알려주므로 내용 파악이 쉽다.

7.4. 입력 도움

7.4.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입력은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는 레이블 제공 : 사용자 입력의 근처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레이블을 보조 기술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컨트롤과 대응하여 제공해야 한다. 레이

블과 사용자 입력 간의 관계를 보조 기술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시키지 않고 단

순히 텍스트로만 제공할 경우, 보조 기술은 해당 사용자 입력에 대한 레이블을 인

식할 수 없다. 

검사 항목 7.4.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레이블과 사용자 입력 간의 관계를 보조 기술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시키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해당 컨트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잘못된 데이터의 입력을 방지할 수 있다.

7.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서식 작성 시, 사용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자 입력 오류 안내: 온라인 서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오류

가 발생한 위치와 오류를 유발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구성한 입력 서식에서 

일부 항목을 기입하지 않고 제출하였을 경우, 어떤 항목의 입력이 누락되었는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시스템 또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에는 이 검사 항목이 적용

되지 않는다.

검사 항목 7.4.2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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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은 

학습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입력 서식을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 장애인은 오류가 난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오류의 내용을 먼

저 텍스트로 설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난 위치로 초점을 이동시킨 후

에 오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 입력 오류를 더 쉽게 정정할 수 있다.

(2) 실수로 인해 빚어지는 심각한 결과 또는 과실을 피하기 위해 오류 정정에 필요한 

정보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8. 견고성(robust)

견고성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

한다. 견고성은 문법 준수,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2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1 견고성 관련 지침 및 검사 항목

지침(2 개) 검사 항목(2 개)

8.1. 문법 준수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8.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

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8.1. 문법 준수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콘텐츠는 해당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의 오류가 없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

한 요소의 속성도 마크업 문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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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소의 열고 닫음 일치 :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콘텐츠는 표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시작 요소와 끝나는 요소가 정의되어야 한다.

(2) 요소의 중첩 방지 : 시작 요소와 끝나는 요소의 나열 순서는 포함 관계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중복된 속성 사용 금지 : 하나의 요소 안에서 속성을 중복하여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4) id 속성 값 중복 선언 금지 : 하나의 마크업 문서에서는 같은 id 값을 중복하여 선

언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 항목 8.1.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작 요소와 끝나는 요소가 잘 대응되고 요소 간의 포함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웹 페이지의 마크업 문서를 구성하면, 웹 브라우저나 보조 기술이 작동을 멈추지 

않고 콘텐츠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2) 콘텐츠에 필요한 속성의 누락이나 중복된 경우를 없애 콘텐츠의 일부 기능이 누락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8.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

어야 한다.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플러그인 또는 웹 페이지의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

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에 설명한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용 지원 : 웹 애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 또는 플랫

폼이 제공하는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 기술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2)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대체 수단 제공 :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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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운영체제(플랫폼 포함)가 제공하는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정의되

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그 기능의 명칭, 역할, 상태 및 값에 관한 

정보를 운영체제(또는 플랫폼)의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도록 구현

함으로써 보조 기술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보조 기술 지원 : 국내의 보조 기술로 접근이 불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웹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 항목 8.2.1 을 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웹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을 제공할 경우 보조 기술이 웹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

이 가능하므로 보조 기술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2)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려는 기능이 플랫폼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

원하지 못하더라도 필수적인 접근성 정보를 플랫폼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보조 기술로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새롭고 접근성이 있는 기술의 개발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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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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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 )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모

바일 애 리 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근성을 

보장하기 해 애 리 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 2조( 용 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동법시행령을 따

른다. 

  1. “ 근성”이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 리 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

  2. “모바일 기기”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 사용하는 

휴 용 기기를 말한다.

  3. “모바일 애 리 이션”이란 사용자가 특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모바일 기기 상에서 실행되는 소 트웨어를 말한다.

  4. “서비스 제공자”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   사업자를 말한다.

  5.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란 재 가능한 기술 수 과 

한 비용으로 실 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요구함을 

말한다.

  6. “ 수사항”이란 모바일 애 리 이션의 근성 확보를 하여 무

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수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

  7. “권고사항”이란 모바일 애 리 이션의 근성 향상을 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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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수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8. “운 체제”란 모바일 기기 상에서 애 리 이션을 비롯한 소 트웨

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 

  9.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 ․인지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

키기 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는 시스템, 소 트웨어

를 말한다.  

  10. “터치(touch) 기반”이란 모바일 기기의 기능  화면상의 객체를 

키나 버튼 같은 물리 인 형태의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화면상

에서 직  만져서 조작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운 체제

의 특성을 말한다.  

제3조( 용 범 ) ①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등(이하 “국가기  등”이라 

한다)이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구축, 운 , 개선  유지보수할 경우

에 용한다. 

  ② 이 지침이 용되는 모바일 기기 상은 다음과 같다.

  1. 운 체제를 갖는 모바일 화기

  2. 운 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

  3. 운 체제를 갖는 자책 기기

제 4 조 (모든 운 체제에서의 근성 보장)  ① 국가기  등의 장은 모바

일 애 리 이션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해당 

애 리 이션이 기반하고 있는 모든 운 체제에서 동등하게 근성

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  등의 장은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운

하는 경 우  무 리 한  부담 이  없 는  한  모 든  운 체 제 에 서  동 등 하 게  

근 성 이  보 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무리한 부담이 없는 운 체제의 종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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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애 리 이션을 구축, 운 , 개선  유지보수하는 국가기  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 5조(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의 근성 보장)  ① 국가기  등의 장은 

모바일 애 리 이션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해당 애 리 이션이 사용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  등의 장은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운

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무리한 부담이 없는 모바일 기기의 종류는 

해당 애 리 이션을 구축, 운 , 개선  유지보수하는 국가기  등

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 2장  모 바 일 애 리 이 션  근 성  수 사 항

제 6 조( 체  텍 스 트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 체 텍스트란 그림  이미지, 동 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

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한 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악

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  모든 객체에는 (focus)이 용되고, 은 순차 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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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 화면상의 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 낭독 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2. 선택된 객체는 이 용되었다고 하고, 은 화면상에서 테두

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표의 객체에 용되는 은 논리 인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 8 조( 운 체 제  근 성  기 능  지 원)  운 체제가 제공하는 근성 기

능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1. 운 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성 기능 지원이 활용되어야 하

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한 API

 - 정보 제공 방법의 다 성 (redundancy)

 - 음성명령 기능의 포함, 고 비, 폰트 등

2. 애 리 이션이 해당 운 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성 기능을 변

경할 경우, 애 리 이션의 종료와 함께 근성 기능을 변경 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3. 입력 서식은 운 체제에서 제공하는 근성 속성을 활용하여 사용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르 기  동 작  지 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

롤은 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를 손가락 끝으로 하여 만지거

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을 말한다.

  2.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  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르기 동작으로 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

야 한다.

  3.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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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작은 단순한 르기 동작으로 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

야 한다. 

제 10조( 색 에  무 한  인 식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계

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

등한 내용을 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 11조( 명 도  비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명도 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2. 고 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 리 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비 조  기능을 제공한다.

  3.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해서는 명도 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사진과 동 상은 외로 한다. 

제 12조( 자 막 ,  수 화  등 의  제 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자막, 원고 는 수화는 화면 상의 콘텐츠와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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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모 바 일 애 리 이 션  근 성  권 고 사 항

제 13조( 기 본  사 용 자  인 터 페 이 스  컴 포 트 )  운 체 제 에 서  제 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 트(Native UI Component)를 최 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운 체제에서 제공하는 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

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  도구( 화상자, 버

튼과 체크 박스, 타이틀 바 등)들을 말한다. 

  2. 운 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 트를 활용

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근성의 확보

를 해 극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 14 조( 컨 트 롤 간  충 분 한  간 격 )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컨트롤은 버튼 는 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2.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 하게 다른 컨트롤을 

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해서 컨

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역을 명

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계없이 컨트롤 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제15조(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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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6 조( 범 용  폰 트  이 용 )  폰트의 크기 조 , 확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 체제에서 제공하는 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범용 폰트(Global Font)는 운 체제에 내장되어 확 나 축소, 기

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자체를 말한다.

  2. 모든 애 리 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 이 가능하도록 설

계하거나, 최소한 확  기능을 제공한다.

  3. 폰트 크기 조 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

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7 조( 사 용 자  인 터 페 이 스 의  일 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

치를 일 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

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 리 이션 내에서 일 성 있게 설계

한다. 

  2. 애 리 이션의 버 이 바 어도 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들의 배치는 일 성을 유지한다.

제 18 조( 깜 박 거 림 의  사 용  제 한 )  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

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당 3～50 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제 19 조( 배 경 음  사 용  지 )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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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 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

다. 단, 3  미만의 배경음은 외로 인정한다.

  2.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20조(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애 리 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애 리 이션의 출시 이 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상으

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

병변 장애, 지  장애, 지체 장애, 고령 등의 사람들을 상으로 실

시한다.

  3. 모바일 애 리 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 리 이션의 장애

인 등 사용자 평가의 구체 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 4 장  보    칙

제 21조( 수 지 침  사 항 )  제6조 내지 제20조의 모바일 애 리 이션에 

한 구체 인 수 지침을 구 하기 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 22조( 콘 텐 츠  근 성  범 )  애 리 이션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자가 직  제공하는 콘텐츠에만 용된다. 

제 23조( 근 성  진 단 )  안 행 정부 장 은  국가 기  등 을  상 으 로 

모바일 애 리 이션의 근성 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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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조( 시 행 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재 검 토기 한 )  「훈령․ 규 등의 발령  리에 한 규정」

( 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실 여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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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사례

 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사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운

영자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본 지침에 포함된 준수사항 7개, 권고사항 8개에 대한 준수 필

요성, 대표적인 기술 구현 방법, 구축 사례를 제공한다.

가. 준수사항(7개)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근

하여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1. ( 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체 가능한 텍스트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1) 준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화면낭독 프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음성읽기 기능(iOS VoiceOver, 안드로이드 Talkback, 심비안 및 윈

도우 모바일 6.5에서 활용되는 Code Factory사의 Mobile Speak 등)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트롤 

및 객체를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제공하면서 대체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

면 시각장애인은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2) 기술구현 방법 :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텍스트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대체 텍스트는 가능한 짧고 명확(Short & 

Clear)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VoiceOver, Talkback 등 모바일 스크린리

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용어인 “버튼”, “이미지”, “레이블” 등은 중복해

서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웹 접근성 연구소 버튼(×), 모바일 접근성 이

미지(×),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레이블(×) → 웹 접근성 연구소(○), 모바일 접근

성(○),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① 애플의 iOS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 방법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애플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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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terface Builder를 이용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둘째, 대체 텍스트를 

UIAccessibility API 등을 활용하여 직접 코드에 삽입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 

Label과 Hint라는 두 가지의 속성 값을 활용할 수 있는데, Label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Hint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제공한다. iPhone에서 사용자가 

VoiceOver 옵션에서 Hint를 끌 수(Off) 있으므로 반드시 대체 텍스트는 Label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뮤직 플레이어의 “멈춤”은 Label에 적고 “뮤직플레이어

의 음악을 멈춥니다.”를 Hint에 적는다면 시각장애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Interface Builder 화면 > < UIAccessibility 설정 화면 >

   ⓐ Interface Builder 이용 

 Interface Builder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UI

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Interface Builder를 실행 시킨 다

음 Attribute inspector 창에서 Label 속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애플에서는 접근성 준수여부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Accessibility inspector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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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Builder를 활용하여 버튼에 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

체 텍스트 제공 방법

1) Accessibility 속성을 반드시 활성화

(Enabled) 시킨다. 

2) Label 속성에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의미와 정보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 텍스트를 짧고 명확하

게 제공한다. 

3) 부가 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Hint 속성을 활용하여 추가 인 정보

를 제공한다. 

<참고> Interface Builder는 Xcode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다. ‘11년 7월말 재 애 의 

최신 개발도구는 Xcode 4이다(http://developer.apple.com/xcode/index.php). 

   ⓑ UIAccessibility API 등을 활용하여 직접 코드에 삽입하는 경우

  애플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인 Interface Builder를 활용하지 않고 UI를 개발

할 경우에는 UIAccessibility API를 활용하여 Label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houseButton setIsAccessibilityElement:YES];

[houseButton setAccessibilityLabel:@"멈춤"];

[houseButton setAccessibilityHint:@"뮤직플레이어의 음악을 멈춥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개발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Interface Builder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 방법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도 UI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2가지로 XML을 

활용하거나 또는 Java code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android:contentDescription 속성을 사용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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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연구소“라는 버튼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XML을 활용하여 버튼을 제공할 경우

<ImageButton

    android:id=”@+id/add_entry_button”

    android:src=”@drawable/plus”

    android:contentDescription=”@string/add_note”/>

layout/main.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sources>

<string   name="add_note">웹 접근성 연구소</string>

</resources>

values/strings.xml

   ⓑ Java code를 활용하여 버튼을 제공할 경우

Button add_entry_button = new Button(this);

add_entry_button.setContentDescription("웹 접근성 연구소");

3) 구축 사례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

야 한다. 하지만 아래의 ** 은행의 ‘예금조회/이체’ 화면의 사례처럼 대체 텍스트

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인 등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어렵다. iOS VoiceOver를 설정할 경우, “이전‘, ’전예금조회‘ ’계좌이체‘ 등의 상단 

및 주 메뉴와 ’새 소식‘, ’고객센터‘ 등 하단 메뉴를 모두 ”버튼“으로 인식하게 되

어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해당 기능을 제대로 인

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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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 조회/이체’ 

화면 >
< iOS VoiceOver 설정시 ‘ 조회/이체 화면’  >

체 텍스트를 미제공하

여 ‘ 조회/이체’의 모

든 기능을 제 로 활용

하기 어려운 실정(모든 

것을 ‘버튼’이라고 인식) 

< 상단  주 메뉴 > 

- ‘이 ’ 버튼

- ‘ 조회’ 버튼

- ‘계좌이체’ 버튼 등 

< 하  메뉴 >

- ‘새 소식’ 버튼

- ‘고객센터’ 버튼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iOS VoiceOver, 

안드로이드의 Talkback 등의 음성 읽기 기능을 활성화해 보면 쉽게 제공 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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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우수 사례 - 청와대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 

 청와대에서는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권 보장에 해외 선진사례 분석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1년 8월부터 아이폰 용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을 수행

하였다. 청와대에서는 8월 11일과 8월 25일에 2번에 걸친 판올림(update)을 통하여 시

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을 크게 향상시켰다. 국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 청와대 아이폰 용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관련 판올림 현황(2회)

< 앱 접근성 제고 판올림 1차(8.11) > < 앱 접근성 제고 판올림 2차(8.25) >

㉯ 청와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비교

 보이스 오버를 활용하여 음성을 출력할 경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청와대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의 첫 실행 화면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으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동등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개선됨. 

< 공유버튼 안내 페이지 > < 접근성 개선 전 >

a. 공유버튼 설명문은 “이미지”로 출력

b. 안내문 버튼 설명 “이미지” “입력 창”으로 출력

c. 닫기 버튼은 “버튼”이라고 출력

< 접근성 개선 후 >

a. 공유버튼 설명문의 내용을 동등하게 음성으로 출력 : 

청와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 (중략)

b. 안내문 버튼 설명을 동등하게 음성으로 출력 : 

   다음부터 이 안내문을 ~ (중략)

c. 닫기 버튼 : 

   “닫기 버튼”이라고 음성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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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우수 사례 - 청와대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계속) > 

 보이스 오버를 활용하여 음성을 출력할 경우 하단의 버튼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

았으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동등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개선됨. 

< 하단 버튼 > < 접근성 개선 전 >

a. 뉴스/브리핑 : "버튼“이라고 출력

b. 영상/사진 : "버튼“이라고 출력

c. 소셜미디어 : "버튼“이라고 출력

d. 푸른누리 : "버튼“이라고 출력

e. 관람 : "버튼“이라고 출력 

< 접근성 개선 후 >

a. 뉴스/브리핑 : "뉴스, 브리핑 버튼“이라고 출력

b. 영상/사진 : "영상, 사진버튼“이라고 출력

c. 소셜미디어 : "소셜 미디어 버튼“이라고 출력

d. 푸른누리 : "푸른누리 버튼“이라고 출력

e. 관람 : "관람 버튼“이라고 출력

 보이스 오버를 활용하여 음성을 출력할 경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청와대 관람 정보를 

얻을 수 없었으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동등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개선됨. 

< 이미지 콘텐츠 영역 > < 접근성 개선 전 >

본문의 내용인 관람운영일, 관람운영일 설명, 신

청대상, 신청대상 설명 등을 파악할 수 없음 : 

“***(파일명) 이미지”라고 출력

< 접근성 개선 후 >

<이미지에 대한 동등한 내용의 대체 텍스트 제공>

a. “관람운영일”, “매주 화요일 ~ 금요일 (둘째

주 토요일) 토요일은 10인 이하의 개인/가족에 

한함”으로 음성 출력 

b. "신청대상“, ”초등학생 이상 → 미취학자녀 

관람은 가족 동반만 가능“으로 음성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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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모든 객체에는 (focus)이 용되고, 은 순차 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1) 준수 필요성 : 초점이 적용되지 않으면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화면낭독 프로

그램에서 제공하는 음성 읽기 기능(iOS VoiceOver, 안드로이드 Talkback, 심비안 

및 윈도우 모바일 6.5에서 활용되는 Code Factory사의 Mobile Speak 등) 등을 활

용하는 경우의 사용자는 정보를 얻거나 기능을 실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순차적으로 이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해당 애플

리케이션의 기능과 정보의 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2) 기술구현 방법 :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모든 객체에 초점이 적용되고, 적용된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한다. 

 

 ① 애플의 iOS에서 초점 제공 방법 

 Accessibility 속성이 활성화(Enabled)될 경우에만 해당 객체에 초점이 적용된다. 

iOS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에서

는 대부분의 기본 값이 활성화되어 제공된다. 하지만 ImageView UI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Accessibility 속성이 비활성화(Disabled)되어 있다. 만약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의미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ImageView UI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제공할 경

우에는 Accessibility 속성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대체 텍스트를 label 속성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iOS 4.1부터 초점의 순서를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 Accessibility 속성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경우

(  미 용) >

< Accessibility 속성이 활성화 된 경우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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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초점 제공 방법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에서는 iOS와 달리 대부분의 기본 값이 비활성화(false)되어 제공된다. 

그러므로 초점 이동이 필요한 UI의 경우에는 반드시 focusable 속성을 활성화

(true)시켜 제공해야 한다.  

      <TextView android:id="@+id/text"

                android:focusable=”true”

                android:text="Hello, I am a   focusable TextView"

                android:nextFocusUp=”@id/edit”

                ... />

 안드로이드에서 초점의 이동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nextFocusDown, 

nextFocusUp, nextFocusRight, nextFocusLeft 속성을 이용하면 된다. 

3) 구축 사례 

 모든 컨트롤에 대하여 초점이 적용되어 있어야 하며,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어

야만 시각장애인 등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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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로그인 화면 > < 문제   해결방안 >

o 문제

 - VoiceOver를 실행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비 번호 입력창', '로그인’ 등에 이 가지 않

아 애 리 이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

 * 비 번호 입력 등이 불가능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회원 가입’, ‘로그인’ 등

에 체 텍스트도 미제공

 * VoiceOver를 사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의 정

보가 “dtm into 1 gif"로 출력되는 문제 발생 

o 해결방안 

 - 모든 버튼  정보에 이 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모든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 은행의 조회 화면 > < 문제   해결방안 >

o 문제

 - ‘조회’ 라는  좌우로 스크롤 되는 메뉴가 나타나는

데 이 부분에서는 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 메뉴를 통해 ‘조회/이체’ 등을 선택한 후 하단에

서 하 메뉴로 진입해야 하는데 메인 메뉴에서 

이 생성되지 않아 더 이상의 은행업무 수행을 하

는 것은 불가능함

o 해결방안 

 - ‘조회’ 라는 메뉴에 이 용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하  메뉴로 이 논리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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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국의 라디오 > < 문제   해결방안 >

 

o 문제

 - *** 월드 라디오는 크게 로그램과 뮤직채 로 

나눠져 있다. 이 애 리 이션을 실행하면 두 채

  하나를 선택해야 청취가 가능한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VoiceOver를 통해서는 이 생

성되지도 동작하지도 않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컨트롤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VoiceOver 사용자는 이 애 리 이션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요한 

열쇠가 된다. 결과 으로 근할 수가 없으니 이 

애 리 이션의 라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o 해결방안 

 -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 로그램”과 

“뮤직채 ”에 을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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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 체제 근성 기능 지원) 운 체제가 제공하는 근성 기능  속성이

지원되어야 한다. 

1) 준수 필요성 : 장애인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각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활용하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 모바일 보조기기 등과 호환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기술구현 방법 :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 각각 접

근성 API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는 각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운영체제의 접근

성 기능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애플의 iOS에서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제공 방법 

 iOS에서는 Accessibility API를 제공 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접

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Accessibility Inspector와 Accessibility 

Verifier 같은 도구들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매킨토시 PC 환경에

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애 의 Accessibility Inspector >

 iOS에서 제공하는 UI Accessibility 속성은 5가지이다. 첫째, Label 속성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때 이용한다. HTML에

서의 alt="" 속성과 유사한 것으로 이미지 등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 제공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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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속성이다. 둘째, Traits 속성은 객체의 형태를 표시하는 속

성으로 상태, 액션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중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현재 Trait 

속성 값은 Button, Link, Search Field, Keyboard Key, Static Text, Image, Plays 

Sound, Selected, Summary Element, Updates Frequently, Not Enabled, None 등

이 포함된다. 셋째, Hint 속성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

로, Label 등으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사용하는 속성이다. 넷째, Frame 속성은 

화면의 좌표 위치를 나타내 준다. 마지막으로 Value 속성은 각 객체의 속성 값을 

말해준다.

   ②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제공 방법  

 안드로이드에서도 iOS와 마찬가지로 Accessibility API를 제공하고 있다. 

Accessibility Service, Accessibility Event, Accessibility API for Customize, 

Eyes-free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Eyes-free API는 오픈 소스로 시각장애인 등이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Talkback, Soundback, Kickback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구축 사례 

 운영체제에서의 접근성 기능을 지원한 Twitter의 경우 SNS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나, 국내의 모 SNS의 경우에는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VoiceOver 기능 이용시 아무런 텍스트 정보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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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애 리 이션(운 체제 근성 지원)> <**** 애 리 이션(운 체제 근성 미지원)>

4. ( 르기 동작 지원) 모든 컨트롤은 르기(touch or tap)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준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 바로 컨트롤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컨트롤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나 컨트롤 간의 위치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여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나 전화 받기 기능 

같은 경우 Drag해야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컨

트롤이나 Drag 등이 필요한 기능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누르기(touch or tap) 동작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2) 기술구현 방법 : 누르기 동작은 화면 상의 객체를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컨트롤 동작은 

누르기 동작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누르기(Multi-touch) 동작이나 Slide, 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

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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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축 사례 :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

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UI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보다 중요

한 것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해당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적용해야 한다. 

<Slide 기능에 한 체 수단 제공 사례

(두 번 두드리기(double tap))>
<Slide 기능에 한 체 수단 미제공 사례>

슬라이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VoiceOver를 

이용할 경우에는 

두 번 

르기(double 

tap)으로 해당 

기능 활용 가능

슬라이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talkback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화 

받기 기능을 

활용할 수 없음

5. (색에 무 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 준수 필요성 : 색맹 사용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적녹 색맹의 경우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서 일상 생

활에서 신호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도 어렵다. 이와 마

찬가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색으로만 제공할 경우 색맹이나 색약

자의 경우 이를 인지할 수 없다. 

2) 기술구현 방법 :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색이외에 명암이나 텍스트, 특수기호 

등을 색과 함께 제공하여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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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사례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속도 값을 막대그래프로 표현하는데 막대그래프의 

위에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신사명과 막대그래프의 값을 텍스트로 제공

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용

자더라도 제공되는 텍스트 정보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의미를 구분

할 수 있다.

< 잘못된 사례 > < 올바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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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도 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준수 필요성 : 시각장애인 등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전경색과 배경색간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경색과 배경색이 흰색과 회색, 노란색과 오렌지색 등

으로 유사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경과 

배경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2) 기술구현 방법 : 명도 대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

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 콘텐츠의 경우

는 4.5:1 또는 7: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도 대비를 높게 제공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명도 대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명도 대비를 높일 수 있는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iOS 4의 경우에는 “설정 → 일반 → 손쉬운 사용 → 검정색 바탕에 흰색”이라는 명

도 비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참고 : 색에 무 한 인식 련 평가 도구 > 

Color Doctor 

  http://www.fujitsu.com/global/accessibility/assistance/cd/download.html

Visual Impairment Simulator for Microsoft Windows

  http://vis.cita.uiuc.edu/index.php

Colour Contrast Analyser

  http://juicystudio.com/article/colour-contrast-analyser-firefox-extension.php

Colour Checker

  http://www.etre.com/tools/colourcheck/

Color Selector

  http://www.fujitsu.com/global/accessibility/assistance/cs/download.html

aDesigner

  http://www.alphaworks.ibm.com/tech/adesigner

Accessibility Color Wheel

  http://gmazzocato.altervista.org/colorwheel/whee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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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사례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서 가져오는 동작을 하면 아래의 왼쪽 그림과 같이 

4자리의 숫자를 4번 입력하는 총 16자리의 인증번호가 나온다. 저 인증번호는 PC

에서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전송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모바일 화면에서 

글씨/배경색의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글씨를 읽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동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저시력 사용자는 인증번호를 아

예 알아보지 못하거나 잘못 읽어서 인증서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시력 사용자에게 있어서 명도 대비가 없는 이러한 인증번호는 인

증번호로서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모바일 고객센터에서 이용량을 보여주는 아래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그래프

를 구분하는 왼쪽 라벨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벨명인 사용일 수, 음성, 문자 메시

지, 문자/멀티 메시지, MMS, 무선 인터넷 부분에서 배경색과 글자색의 대비가 충

분하지 않아 저시력 사용자는 글씨를 읽기가 매우 어렵다. 폰트 크기도 작은데다 

글자색과 배경색이 대비마저 낮아서 더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벨을 명확히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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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사례 > < 잘못된 사례 >

7.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준수 필요성 : 청각장애인의 경우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는 음성정보를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

츠에 대한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시끄러운 환경이나 조용한 환

경,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또한 동영

상 검색시에도 자막이나 원고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기술구현 방법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

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요약한 자막이나 원고는 불충분하며, 멀

티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음성 정보와 동등한 내용을 자막이나 원고로 제공해야 한

다. 음성이 없이 동영상에 포함된 메시지나 자막, 중요 단어에 대한 강조, 홍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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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은 시각장애인이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화

면해설 서비스(음성으로 메시지, 자막, 중요 단어 등을 제공)를 제공해야 한다. 자

막, 수화 또는 원고는 화면 상의 콘텐츠와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구축 사례

 왼쪽 아래의 그림은 ‘아이폰 용 복지 TV 애플리케이션’의 사례이다. 본 애플리케

이션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의 경우 자막과 함께 수화를 동시에 제공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이다. 

 

< 올바른 사례(복지 TV 애 리 이션) > < 잘못된 사례 (자막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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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고사항(8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리한 부담

이 되지 않는 한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1. (Native UI Component)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수 필요성 :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

포넌트(Native UI Component)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비용과 시간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해 사용자 변형 UI 컴포

넌트(Custom UI Componen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VoiceOver 등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술구현 방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에 있어 기본 사용자 인터페

이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① 애플의 iOS에서 제공 방법 : Native UI Component에는 UIWindow, 

UILabel, UIPickerView 등이 있다. 특히 웹 페이지를 내장하는 페이지를 만들 경

우에는 UIWebView를 통해 작성을 하게 된다.

   ②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 방법 : Native UI Component에는 View, 

ImageView 등이 있다.

3) 구축 사례 : 대표적인 애플과 구글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Native UI 

Component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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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에서의 Natiove UI Component > < 안드로이드에서의 Natiove UI Componen t> 

http://developer.apple.com/library/ios/#documentati

on/UIKit/Reference/UIKit_Framework/_index.html#//

apple_ref/doc/uid/TP40006955 

http://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wid

get/package-summary.html  

2.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수 필요성 : 모바일 기기의 경우 터치를 통하여 컨트롤하기 때문에 터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터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좌표 값도 중요하지

만 각 컨트롤간의 간격도 중요하다. 비장애인도 각 버튼간의 터치 간격이 좁게 되

어 있고 버튼의 크기가 작으면 매우 불편한데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손 떨림 

등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정확한 터치 동작을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터치 동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터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시력인의 경우도 터치 타겟이 작을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결제 정보를 입력하거나 은행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

우 실수로 잘못 터치하는 경우 되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2) 기술구현 방법 :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

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

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X 13mm 이상을 권장한다. 선

택해야 하는 컨트롤 영역의 크기는 8.5mm X 8.5mm 이상을 권장한다. 컨트롤의 

터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컨트롤을 확대하여 사용할 경우 상대

적인 크기로 커져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다. 쿼티 입력 등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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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수 필요성 : 한 가지 감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용자

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시력을 요하는 정보를 제

공하거나 음성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이러

한 정보를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알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리나 화

면 진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술구현 방법 :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한 가지 감각에만 의존하

지 말고 다양한 감각이나 표현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알림 기능을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을 제공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촉각 등의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알림 기능을 제공할 경우 적절

한 방법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 구축 사례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알림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있다. 사용자가 자신에

게 적합한 방법으로 알림 정보를 진동, 소리 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알림 정보는 가급적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Native UI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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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알림 설정 화면> <운 체제에서 제공하는 Native UI 알림기능 사용 > 

 

4.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수 필요성 : 저시력인, 고령자 등은 일반 PC보다 화면이 적은 모바일 기기

를 활용함에 있어 작은 화면으로 인해 정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저시

력인이나 고령자 등도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폰트를 바꾸거나 폰트의 크기 등을 조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술구현 방법 : 절대 폰트를 사용하지 말고, 사용자 선택에 따라 폰트의 크

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이나 사용자가 선택한 

환경(Setting)을 그대로 상속(Inherit)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범용 폰트

(Global Font)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

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

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폰트의 확대 시 텍스트의 내용이나 기능의 손실 없이 최소 200%까지 확

대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별도의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폰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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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애플의 iOS에서 제공되는 글로벌 폰트 종류(‘11년 7월말 기준)

Font Family: American Typewriter
Font:AmericanTypewriter
Font:AmericanTypewriter-Bold
Font Family: AppleGothic
Font:AppleGothic
Font Family: Arial
Font:ArialMT
Font:Arial-BoldMT
Font:Arial-BoldItalicMT
Font:Arial-ItalicMT
Font Family: Arial Rounded MT Bold
Font:ArialRoundedMTBold
Font Family: Arial Unicode MS
Font:ArialUnicodeMS
Font Family: Courier
Font:Courier
Font:Courier-BoldOblique
Font:Courier-Oblique
Font:Courier-Bold
Font Family: Courier New
Font:CourierNewPS-BoldMT
Font:CourierNewPS-ItalicMT
Font:CourierNewPS-BoldItalicMT

Font:HiraKakuProN-W6
Font Family: Marker Felt
Font:MarkerFelt-Thin
Font Family: STHeiti J
Font:STHeitiJ-Medium
Font:STHeitiJ-Light
Font Family: STHeiti K
Font:STHeitiK-Medium
Font:STHeitiK-Light
Font Family: STHeiti SC
Font:STHeitiSC-Medium
Font:STHeitiSC-Light
Font Family: STHeiti TC
Font:STHeitiTC-Light
Font:STHeitiTC-Medium
Font Family: Times New Roman
Font:TimesNewRomanPSMT
Font:TimesNewRomanPS-BoldMT
Font:TimesNewRomanPS-BoldItalicMT
Font:TimesNewRomanPS-ItalicMT
Font Family: Trebuchet MS
Font:TrebuchetMS-Italic
Font:TrebuchetMS

Font:CourierNewPSMT
Font Family: DB LCD Temp
Font:DBLCDTempBlack
Font Family: Georgia
Font:Georgia-Bold
Font:Georgia
Font:Georgia-BoldItalic
Font:Georgia-Italic
Font Family: Helvetica
Font:Helvetica-Oblique
Font:Helvetica-BoldOblique
Font:Helvetica
Font:Helvetica-Bold
Font Family: Helvetica Neue
Font:HelveticaNeue
Font:HelveticaNeue-Bold
Font Family: Hiragino Kaku Gothic **** W3
Font:HiraKakuProN-W3
Font Family: Hiragino Kaku Gothic **** W6

Font:Trebuchet-BoldItalic
Font:TrebuchetMS-Bold
Font Family: Verdana
Font:Verdana-Bold
Font:Verdana-BoldItalic
Font:Verdana
Font:Verdana-Italic
Font Family: Zapfino
Font:Zapfino

②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글로벌 폰트 종류(‘11년 7월말 기준)

"sans-serif"   
"arial"
"helvetica"
"tahoma"
"verdana"
"serif"
"times"
"times   new roman"
"palatino"
"georgia"

"baskerville"
"goudy"
"fantasy"
"cursive"
"ITC   Stone Serif"
"monospace"
"courier"
"courier   new"
"mo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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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사례 : 트위터, iBooks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저시력자 등을 위해 폰트의 

크기 조절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트 터의 자크기 설정 화면 > < iBooks 폰트 크기  서체 설정 화면 > 

 

5.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수 필요성 : 저시력인이나 고령자 등 화면을 확대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체 화면이 아니라 창의 일부 영역을 화면에 확대하여 이용한다. 따라서 애플리

케이션 창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다면 새로운 애플리케이

션 창으로 이동할 때마다 사용법을 익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적 장애인의 경우 방문한 웹 페이지별로 메뉴와 내비게이션 컨트롤의 위치나 

모양이 바뀌게 되면 사용자는 이들 웹 페이지를 동일한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로 인식할 가능

성이 높다. 이에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술구현 방법 :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에 비추어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폰트, 크기, 화면 색상, 링크 제공 방법, 이모티콘 등)을 사용자가 다

시 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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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사례

 *** 영화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 시간을 선택하는 선택 창과 인원 및 

좌석을 선택하는 창이 일관성 없이 제공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

이다. 

<일 성 없는 입력 서식 제공 사례 (iOS Native UI Component (좌측), Custom UI Component (우측)>

 

6.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수 필요성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특정 사용자에게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방영된 만화 영화인 포

켓몬에서 깜빡임과 번쩍임이 과도하게 제공되어 아동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

았던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깜박임과 번쩍임이는 효과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효과적인 디자인 등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기술구현 방법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해야만 할 경우 초당 

3-50회 주기는 피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사용해

야 할 경우, 사전에 경고를 하고 깜빡임이나 번쩍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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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콘텐츠는 깜빡이는 배경이나 텍스트, 꺼지고 켜

짐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래픽, 또는 다른 여러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7. (배경음 사용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준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화면낭독 프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음성읽기 기능(iOS VoiceOver, 안드로이드 Talkback, 심비안 및 윈

도우 모바일 6.5에서 활용되는 Code Factory사의 Mobile Speak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음성을 통하여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을 때 배경음이 자동적으

로 나오게 되면 음성으로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음

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알림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경우에만 실행

이 되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술구현 방법 :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동영상, 음성, 음악 등)을 사용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한다.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이나 배

경음 제어로 이동하는 링크를 애플리케이션 첫 부분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음량 조절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음량과 독립적으로 배경음만 조절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것이 더 좋다.

3) 구축 사례

  **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화면부터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음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해지

하기 위해서는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음악과 효과음을 줄여야만 정지되는 형태로 

시각 사용자 등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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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배경음을 사용한 잘못된 사례 > < 해결 방안 >

동 상을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활성화되도

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경음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애 리 이

션 첫 부문에 이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장애인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수 필요성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에 있어 앞에서 말한 모든 지침 

항목을 준수하여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

문에 실제로는 접근성 지침을 지켜도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사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접근할 

것이다. 이에 가급적 많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접근 및 

기능 가능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준수 방법 : 기획 단계부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 청각, 상지 장애 등의 다양한 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고령자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개발자, 운영자 등도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애플의 VoiceOver, 구글의 

TalkBalk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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