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프로그램

14:00 ~ 14:30 인사말씀

14:30 ~ 14:35 기념촬영

<정보접근성 주제발표>

14:35 ~ 14:50 발표1  국내 정보접근성 현황 노석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14:50 ~ 15:05 발표2   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사례 문현주 초빙교수 (충북대학교)

15:05 ~ 15:20 발표3  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 소개 유희준 차장 (한국은행)

15:20 ~ 15:30 휴    식

<정보접근성 패널토론>

15:30 ~ 16:30 패널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자 外  6명

■ 행사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19일 (화)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후원 : 구글 코리아, LG전자,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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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인사말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수입니다. 

오늘「키오스크 세상과 디지털 소외」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 생활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음식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금융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

히 최근에 사용이 증가한 키오스크의 경우 기존 은행 ATM 뿐 아니라 패

스트푸드점에서의 햄버거 주문 및 각종 교통 티켓판매 등 생활 전반에서 

그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주는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장

애인, 고령자와 같은 어떤 사용자들에게는 벽을 만들고 불편을 가중시키

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격차와 경제 격차로 이어져 심각한 사

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디지털 기술이 주는 편리함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때, 우리는 더불어 함

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포용사회를 이루

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사용은 동등한 기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

보접근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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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공감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정보접근성”의 보장을 법적

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

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아직 만

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정보접근성 보장 수준

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마련된 오늘 세미나가 디지털 기술을 

함께 누리는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 세미나의 소중한 고견을 잘 새겨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성태 의원님, 신용

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표 및 토론 의장을 맡아주신 노석준 교수님, 발표 및 패널로 참석

하신 문현주 교수님, 유희준 차장님. 패널로 참여해주신 김훈 박사님, 구자

은 박사님, 김민구 부장님, 백인호 시니어 디자이너님, 이지용 박사님, 김

정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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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정보접근성 보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성

수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과기정통부 관계자 분들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빅데이

터, 인공지능 등의 ICT 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

양한 기기를 이용한 정보접근은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디지털 혁명

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누구나 정보 접근에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

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디지털 포용이라는 가치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

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술 발전과 동시에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을 역임하

는 동안 정보접근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보접근성 표준을 제정하

였으며, 관련 인증제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제고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능정보사회에서 한 분의 국민도 ICT 발전 혜택에서 소외되

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공분야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점수가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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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0점을 넘고, 다수의 사이트가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웹사이트의 경우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의 사용 증가로 웹과 모바일 기기 외에 새로운 정보접근성 문제

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이 지혜를 모

아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보접근성 보장 노력은 단순히 정보에 대한 사용권

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사회 갈등과 손실을 해소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보접근성 세미나를 통해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는 한편, 디지털 혁명 시대에 걸맞은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또한 ICT 발전 혜택에서 소외

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    김   성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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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입니다.

“키오스크 세상과 디지털 소외!”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본 세미나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주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

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맡아주신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

님, 충북대학교 문현주 교수님, 한국은행 유희준 차장님과 토론 패널로 참

여해주신 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박사님, 미국 일리노이대 구자은 박사

님, 구글 코리아 김민구 부장님, 삼성전자 백인호 시니어 디자이너님, LG

전자 이지용 박사님, 엔티에스 김정현 팀장님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 우리 IT 기술은 점점 우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IT분야 저력을 바탕으로 AI, IoT 등 4

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

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분야는 이러한 눈부신 발전

의 더욱 그림자가 깊게 드리울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

이 더욱 필요합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

보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정도인 ‘정보접근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

과 조사대상 웹 사이트의 정보접근성은 평균 66.6점이었으며, 75점 이하

의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 웹 사이트의 비율이 74.3%로, 장애인,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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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배려한 정보접근성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키오스크(KIOSK)라고 불리는 무인정보단말기가 커피숍, 음식점, 주

유소, 영화관 등에 설치되며,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방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

다.

사업주에게는 비용절감을, 사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

했던 키오스크가 일부 국민에게는 음식조차 시켜먹을 수 없게 만드는 벽

으로 작용하며, 디지털소외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기술이 발전되고 고도화되며 키오스크의 사용 범위 등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소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오늘 

“키오스크 세상과 디지털 소외” 세미나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고견을 주신

다면 저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

복을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    신   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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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정부는 정보화 추진 초기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성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곳은 개선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간 기

관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 협

력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강

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부족하지만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 대비 

2016년 58.6, 2017년 65.1, 2018년 68.9로 점차 향상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등장은 정보격차 해소

에 또 다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당, 편의점 등에 키오스크가 보

급되면서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단순히 정보접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키오스크  접근성에 대한 표

준을 마련하는 등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

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키오스크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근성 개

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도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성을 보장하도록「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키오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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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제시되는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두를 위한 지능정보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를 함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 김성태의원님, 신용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

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장   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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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접근성 현황
-키오스크 접근성을 중심으로-

국내정보접근성(키오스크접근성포함)현황및문제점

국내정보접근성(키오스크접근성포함)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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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한「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및시행령등정보접
근성관련법령개정작업
 급변하는 IT환경과정보접근성관련이슈들을반영한정보접근성관련법령개정에대
한사회의요구가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요구를제때에적절히수용반
영하고있지못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의경우,정보접근성관련조항개정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현재개정안이마련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실제로는2007년4월10일제정이후전
혀개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웹접근성관련현황및문제점

 정보접근성관련콘트롤타워부재
 분산되어있는정보접근성관련부처및업무를총괄할수있는콘트롤타워의부재로인
한업무수행및협력보완필요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관련업무수행

 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보접근성업무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기관등정보접근성업무수행

 국가인권위원회:정보접근성관련차별진정업무수행

웹접근성관련현황및문제점

정
보
접
근
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
지법」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접근성 업무

과기정통부

국가기관등
정보접근성 업무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접근성 관련
차별 진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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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웹접근성지침2.2’개정관련이슈미해결로인한개정작업지연
 W3C의WCAG2.1공포(2018.6.5)사항을반영하기위한‘한국형웹접근성지침2.2’
개정관련이슈
 별도의‘한국형웹접근성지침’개정vs.WCAG2.1수용

 WCAG2.1수용시어느수준까지수용할것인가?LevelAorAAorAAA?

 W3C는현재WCAG2.2(2020.11.예정)와WCAG3.0(2022.11.예정)개정작업중임

웹접근성관련현황및문제점

 최근무인화경향의급속한확산으로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활용
도급증고령층장애인등정보취약계층의정보접근성침해가능성
 금융,행정,공항등키오스크약14만대운영중

분야 설치 대수(대) 조사기관

금융기관(ATM) 133,390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19)

행정(무인민원발급기) 3,904 행정안전부(’19)

공항(무인발권기) 175 입법조사처(’18)

키오스크접근성관련현황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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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기준, 국내 패스트푸드점절반이상이키오스크를도입사용하고있
으며,철도공항버스등교통,의료,영화관등민간분야에서키오스크활용
도가급증하고있음

 ’19년키오스크접근성에대한표본조사결과(NIA)
 800대표본에대한접근성실태조사

 (국가표준) ‘공공단말기접근성가이드라인‘기반체크리스트35개요구사항준수여부
점검

 잠정결과
 접근성준수율:평균45.5%

 금융자동화기기:67.2%,행정민원발급기:56.8%로상대적으로접근성이높음

 그외분야의접근성준수율은50%이하로저조함

음식점,영화관등민간분야의키오스크접근성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키오스크접근성관련현황및문제점

 키오스크 관련 규정 및 표준 현황

관련 규정 현황 주요 내용

법률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동법
시행령 4조(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른 별표 2에
서 ‘2. 공원’ 대상으로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
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중략) 제외한다)·판매기
또는 음료대’ 편의시설 설치 요구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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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관련규정및표준현황

관련 규정 현황 주요 내용

고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
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
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매, 설계, 제작, 가공 시 필요 사항 규정

 정보통신제품의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 별
표 포함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
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
격」(행정안전부 고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
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인민원
발금기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을
정하고 권고

키오스크접근성관련현황및문제점

 키오스크 관련 규정 및 표준 현황

관련 규정 현황 주요 내용

국가표준
(2종)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KS X 3192)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은
행,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
(ATM)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제작 및 제공 등
요구사항 제시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KS X 9211:2016)

 공항, 철도, 지하철, 영화관 등 공공 이용 장
소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장
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방법 제시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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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관련 규정 및 표준 현황

관련 규정 현황 주요 내용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

(1종)
단체표준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9조(민간기관 등과
의 협력) 2항에 따라 한국은행과 민간금융기
관이 구성한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
회에서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제약으로
CD/ATM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
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여
시중은행에 그 사용 권고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키오스크관련법률개정추진중
 ‘장애인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
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
용범위) 개정(‘19.5)을 통하여 최소
한의법적근거가마련됨

키오스크접근성관련현황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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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중
 But ,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이국회에서 계류중임대통령령에서 정보통신의

범위에웹및키오스크 등포함
 제36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 제2차(2019년 7월25일)에서 키오스크접근성보장에

관한이헌승의원발의사항에대하여“국가기관등은장애인․고령자 등이쉽게이용할수있
도록접근성을보장해야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그구체적인 내용은시행령으로 위
임하여새로운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기가 등장할때정부가그것을계속추가시켜나갈수
있도록하는것으로의결됨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확고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고시수준이아닌 정보접근성 관련법률및시행령의조속한 개정을통한정보접근성에

대한확고한법적 근거마련

 급변하는 IT, AI, IoT 기반의4차산업혁명사회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보접근성 증진
법안및방안마련
 다변화되고 있는ICT 기기및AI, IoT등정보접근성 관련이슈들을 포괄할수있는법률, 정

책등에대한다각적인 접근필요(예: EU의신뢰할수있는AI윤리가이드라인, AI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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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행재정 및 전문인력 확충 필요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예산및전문인력 확충필요
 과기정통부 웹접근성관련예산미미: ’18년5.5억, ’19년7.5억(키오스크 개선을위한예산

1.58억 포함)

 정보접근성 관련전담인력태부족(현재 NIA 내에키오스크개선관련전문인력1명)

 정보접근성 관련 부처 및 업무 총괄 콘트롤타워 구축 필요
 분산되어 있는정보접근성 관련부처및업무(예: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를 총괄할수있는콘트롤타워 필요

 ‘정보접근성 업무 총괄부처순환제도’(가칭) 법제화필요
 정보접근성 업무를총괄하는 부처를2~3년 주기로변경하되, 총괄부처에서 해당기간동안

정보접근성 업무를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할수있도록법제화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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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단말기접근성가이드라인

A. 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A. 무인단말기접근성사례

A. 개선방안

Contents

Q. 접근성있는무인단말기의기준이있나요?

A. 공공단말기접근성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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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말기접근성가이드라인

 국가표준(공공단말기접근성가이드라인, KS X 9211:2016)
 Part A: 설치환경접근성

 7개검사항목, 13개진단기준

 바닥, 진입로, 활동공간, 주변조명에관한요구사항

 Part B: 기능및운용성

 52개검사항목, 109개진단기준

 물리적 UI 요소인식용이성

 물리적 UI 요소조작용이성

 물리적 UI 요소이해용이성

 온스크린콘텐츠접근성

 트랜잭션접근성

 보조기기및이어폰등지원

 청각정보제공및개인정보보호

 취약계층서비스제공

Contents

Q. 접근성있는무인단말기는어떤기능을제공해야하나요?

A. 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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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단말기를사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는가?

검사항목

• 바닥이편편하고미끄럽지않은가?

• 휠체어를타고무인단말기의손닿는위치까지갈수있는가?

• 휠체어를 돌려서 나오기에 충분한 공간이있는가?

• 시각장애인 보도 블록이나 보호시설이 있는가?

• 주변조명이충분히밝은가?

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물리적버튼이나레버등을인식할수있는가?

검사항목

• 시각장애인도버튼, 레버, 삽입구, 배출구등이어디에설치되어있는가를알수있는가?

• 버튼, 레버, 삽입구, 배출구제목이나안내문등의글씨가충분히큰가?

• 버튼, 레버, 삽입구, 배출구제목이나안내문등이색상이뚜렷한가?

• 색을구분할수없는사용자도제목이나안내문을읽을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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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물리적버튼, 레버, 삽입구, 배출구등을조작할수있는가?

검사항목

• 휠체어에앉은채로버튼, 레버, 삽입구, 배출구등을조작할수있는가?

• 버튼, 레버, 삽입구, 배출구등은조작하기에크기와간격이충분한가?

• 손을비틀거나, 큰힘을사용하거나아주정교하게사용하지않아도기능을조작할수있는가?

• 배출되는 티켓, 영수증, 카드, 지폐, 동전등을 용이하게 꺼낼수있는가?

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터치스크린에표시되는정보를읽을수있는가?

검사항목

• 텍스트의크기가충분한가?

• 시각장애인도 터치스크린에 나타난텍스트와 정보를 읽을 수있는방법이 있는가?

• 색을구분할 수없는 사용자도 터치스크린에 나타난텍스트와 정보를 읽을 수있는가?

• 터치스크린에 나타난 텍스트의색상이뚜렷한가?

• 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도멀티미디어콘텐츠의내용을알수있는방법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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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터치스크린을조작할수있는가?

검사항목

• 터치스크린의 버튼크기와 간격이 충분한가?

• 현재어느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있는가?

•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항목을 선택했을 때, 조작이 되었음을 알수있는가?

• 화면이나 소리 등으로지시사항이 제공될때, 그 내용이명확한가?

• 조작하는 버튼마다 어떤 용도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있는가?

• 사용자가 조작할 수있는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느가?

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결제를안전하게마칠수있는가?

검사항목

• 결제가시작될것임을사용자가확실히알수있는가?

• 결제가 종료된것을 사용자가 확실히 알수있는가?

• 결제과정에서 오류가발생했을 때정확한 원인을 알려주는가?

• 결제가 일어나기 전에언제든 작업을 중단할 수있는가?

• 결제후에 카드나 거스름돈은 자동으로 배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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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접근성체크리스트

 소리로제공되는정보를안전하게확인할수있는가?
검사항목

• 이어폰을꽂아서사용할수있는가?

• 음량이 조절되거나 충분히 크게제공되는가?

• 음질이 깨끗한가?

 개인정보를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가?

검사항목

• 비밀번호나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가?

• 지문이나홍채인식등을하는경우에대체수단이제공되는가?

Contents

Q. 우리나라무인단말기접근성은어떤상태인가요?

A. 무인단말기접근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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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교통분야무인단말기

 2018. 10.~12. 조사실시

 지하철, 공항, 철도, 버스

 2019. 11 현재개선사항없음

 주요기능

 목적지(구간) 선택

 날짜/시간선택

 결제

 티켓발행

교통분야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설치환경-얼비침
 무인단말기디스플레이에얼비침이심하여사용자가디스플레이의정보를인식
하기어려움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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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하드웨어-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편광필름이부착되었거나, 디스플레이가높고기울어지게설치
되어, 휠체어사용자가콘텐츠를보기어려움

교통분야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하드웨어-컨트롤설치위치

 터치스크린상단높이또는컨트롤의높이가기준치(1,200mm)를초과하여
휠체어사용자가높이위치한컨트롤을조작하기어려움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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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하드웨어-점자레이블

 점자레이블을제공하지않아시각장애인은버튼, 레버, 삽입구, 배출구의위치
를알기어려움

교통분야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하드웨어-삽입구
 삽입구의위치와모양이부적절하여정교한손동작이어려운사용자가카드등
을삽입하기어려움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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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하드웨어-배출구
 배출구의모양이나형태가부적절하여티켓이나영수증을놓칠우려가있음

교통분야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대체콘텐츠

 디스플레이에표시되는텍스트나정보(지시문, 컨트롤의레이블등)에해당하는
동등한비시각정보(음성, 점자등)를제공하지않음

 시각장애인은디스플레이에표시된콘텐츠를보거나읽을수없음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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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명도대비
 온-스크린콘텐츠에제공되는레이블등텍스트가명도대비기준(3:1)에미치지
못하여노인이나시력이약한사용자가정보확인하기어려움

교통분야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지시사항
 지시사항과컨트롤의구분이모호하고잘못된이미지를사용하여사용자가무
엇을어떻게조작해야하는지알기어려움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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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버튼배치

 버튼간격이기준치(2.5mm) 이하이거나모호하여정확한손동작이어려운사
용자는조작하기어려움

교통분야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화면간의일관성

 화면마다정보나버튼등의배치가달라사용자의혼란을유발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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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개인정보노출

 민감한개인정보가디스플레이에노출됨

교통분야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오류원인알림

 오류원인을부정확하게안내하여어떻게대처할지혼란을유발함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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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패스트푸드점무인단말기주요기능

 메뉴선택 (세트메뉴, 단품, 음료등다양)

 제품구성및수량변경

 결제(카드)

 티켓발행

패스트푸드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설치환경-설치위치

 무인단말기간간격이너무좁아서휠체어가접근하기어려움

패스트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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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하드웨어-디스플레이/컨트롤설치위치

 터치스크린상단높이또는컨트롤의높이가기준치(1,200mm)를초과하여
휠체어사용자가높이위치한내용을보기어렵고컨트롤을조작하기어려움

패스트푸드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대체콘텐츠

 디스플레이에표시되는텍스트나정보(지시문, 컨트롤의레이블등)에해당하는
동등한비시각정보(음성, 점자등)를제공하지않음

 시각장애인은디스플레이에표시된콘텐츠를보거나읽을수없음

패스트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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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소프트웨어-글자크기/ 명도대비
 온-스크린콘텐츠에제공되는레이블등텍스트가너무작고명도대비기준(3:1)
에미치지못하여노인이나시력이약한사용자가정보확인하기어려움

패스트푸드

무인단말기장애인접근성사례

 접근성이슈: 하드웨어-삽입구
 카드삽입구의위치가찾기어렵게되어있으며정교한손동작이어려운사용자
가카드등을삽입하기어려움

패스트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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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Q. 어떻게하면무인단말기접근성을개선할수있을까요?

A. 개선방안

개선방안

 무인단말기접근성개선방안

 Universal Design 

 무인단말기접근성요구사항을준수하도록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개발

 개인맞춤형 UI 제공

 사용자의장애여부및필요기능에맞춘별도의 UI 제공

 간접적 UI 제공

 사용자가지참할수있는모바일기기로 UI를포팅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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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Universal Design
 참고사례

 음성안내, 낮은조작반, 점자표시가있는엘리베이터

 음성으로구간종료를안내하는무빙워크

 웹접근성인증을획득한웹사이트

출처:https://www.narita-airport.jp/kr/bf/service_info02

개선방안

 개인맞춤형 UI
 Universal Design의기술적제약: 사용자마다요구사항이충돌될때

예) 키큰사용자와휠체어사용자의작동부높이에관한요구사항

 사용자 preference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법으로개선가능

 참고사례

 작동부(디스플레이화면)의높이조절기능을제공

출처:http://m.etnews.com/201202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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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개인맞춤형 UI
 참고사례 (계속)

 음량조절기능을제공

 화면확대기능을제공하거나, 확대비율에따른화면표시모드제공

 시각장애인전용모드

출처: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856

개선방안

 간접적 UI 제공
 모바일앱등을이용하여키오스크조작을개인모바일기기에서하도록하는방
법

 참고사례

 키오스크와동일한메뉴이미지화면을모바일폰에서사용하여주문하고 QR코드결재

 스타벅스사이렌오더, 할리스커피, 폴바셋크라운오더

출처: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mup2c&logNo=2214066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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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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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유   희   준  차장

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 소개

주제발표  3





2019. 11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
유희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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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 표준화 추진체계

국내 추진체계 개요국내 추진체계 개요

국제표준 : ISO TC68 (Financial Services)

국가표준 : 국가기술표준원 ISO TC68K

 간사기관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단체표준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간사기관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국제표준 : ISO TC68 (Financial Services)

국가표준 : 국가기술표준원 ISO TC68K

 간사기관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단체표준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간사기관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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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 표준화 추진체계 (계속)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요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요

금융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민간협의체

연혁

 1984.9 금융전산위원회 발족(의장: 한국은행 총재)

 1987.6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발족

 1996.6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발족

(의장: 한국은행 부총재)

 2009.11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발족 (의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민간협의체

연혁

 1984.9 금융전산위원회 발족(의장: 한국은행 총재)

 1987.6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발족

 1996.6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발족

(의장: 한국은행 부총재)

 2009.11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발족 (의장: 한국은행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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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 표준화 추진체계 (계속)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

한국은행, 은행(16개), 증권사(2개), 카드사(2개), 보험사 (1개), 
유관기관(8개) 등 30개 기관이 참여
한국은행, 은행(16개), 증권사(2개), 카드사(2개), 보험사 (1개), 
유관기관(8개) 등 30개 기관이 참여

ⓒ Bank of Korea 6

1. 금융산업 표준화 추진체계 (계속)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주요 업무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주요 업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

사 업 명 수 행 시 기

CD공동망 구축 1988.7

RF방식 모바일뱅킹서비스 CD/ATM 공동 이용방안 수립 2008.9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시스템 은행권 공동 구축 2010.9

국가간 ATM망 연계서비스 시행 2010.12

현금IC카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2012.11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개정 2018.7

모바일직불서비스 표준(QR코드, HCE방식) 제정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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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제개정 연혁

제개정일 주 요 내 용

2010년 6월
CD/ATM 설치, 거래처리 흐름 및 사용자 인터페이
스 요구사항 정의

2011년 10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에 따른 표준문
서 형상관리 지침을 반영

2011년 10월
휠체어 사용 고객을 위한 CD/ATM 이용 공간 및 고
객 조작부 위치 등 세부 내용을 정의

2012년 7월 전면접근 CD/ATM 규격 변경

2018년 7월
거래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부분을 전면 수
정하고 표준문서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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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구성 및 주요 내용

표준 구성표준 구성

동 표준은 설치 관련 사항, 거래절차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설치로 구성

설치 관련 사항

 전맹인, 저시력인 및 근접센서에 의한 음성안내 가능
CD/ATM :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 권고

 휠체어 사용자용 부스 설치

동 표준은 설치 관련 사항, 거래절차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설치로 구성

설치 관련 사항

 전맹인, 저시력인 및 근접센서에 의한 음성안내 가능
CD/ATM :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 권고

 휠체어 사용자용 부스 설치

영업점에 설치된 부스의 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부스의 수

10개 이하 1개 이상

11 ~ 20개 2개 이상

21개 이상 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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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구성 및 주요 내용 (계속)

거래 범위거래 범위

예금출금

예금조회

계좌이체

입금, 무매체 입금

내역조회

신용카드(서비스 출금, 
서비스 조회)

통장정리

예금출금

예금조회

계좌이체

입금, 무매체 입금

내역조회

신용카드(서비스 출금, 
서비스 조회)

통장정리

조작부 배치도조작부 배치도

ⓒ Bank of Korea 10

3. 표준 구성 및 주요 내용 (계속)

거래절차거래절차

057주제발표3, 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 소개



ⓒ Bank of Korea 11

3. 표준 구성 및 주요 내용 (계속)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인터페이스

ⓒ Bank of Korea 12

3. 표준 구성 및 주요 내용 (계속)

전면접근 부스 크기전면접근 부스 크기 측면접근 부스 크기측면접근 부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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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구성 및 주요 내용 (계속)

전면접근 CD/ATM 규격전면접근 CD/ATM 규격 측면접근 CD/ATM 규격측면접근 CD/ATM 규격

ⓒ Bank of Korea 14

3. 표준 구성 및 주요 내용 (계속)

부스 칸막이벽 규격부스 칸막이벽 규격 인터폰 위치인터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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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       훈  박사

페널 1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정보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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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정보접근성
- 무인정보단말기 중심으로

발표자 : 김 훈

이 력

◈ E-mail : khooneye@hanmail.net

◈ TEL : 02-799-1035

現)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선임연구원

前)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前)조선이공대학 전자과 시간강사

前)순천제일대학 전자정보통신과 겸임교수

前)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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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행복 방정식

II.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II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IV.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V.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

Ⅰ. 행복 방정식(1) 

○ 애덤 스미스 ‘도덕 감정론’에서 행복의 조건

- 건강

- 빚이 없음

- 깨끗한 양심

○ 행복이 주관적 느낌이라 해도, 주관적 느낌을 형성하는

사회적, 객관적 여건과 환경은 분명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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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복 방정식(2) 

○ 유엔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발표

- 우리나라 :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 54위

- 1위 : 핀란드, 2년 연속 1위

-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

- 아시아 : 대만(25위), 싱가포르(34위), 태국(52위), 중국(93위)

- 일본( ? )

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1) 

○ 현황

- 스마트홈 : 사물인터넷이 가구 단위로 연결

- 스마트시티 : 지역으로 넓게 형성

- 출근길 집안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자동차 시동을 걸고, 

- 회사에 앉아서 집에 있는 세탁기를 작동

- 생활, 광고 속 미래의 얘기가 아닌 현재 기술로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임.

- 무인정보단말기는 현재 인건비 절감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은행과 항공·철도, 카페, 병원, 전자제품 AS센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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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2) 

○ 관련 법 및 제도

- 미국 : 2016년부터 공항에 설치된 모든 항공권 발행 키오스크의

일정 퍼센트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 국립전파연구원 : 공공민원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KSX9211)을

2016년 7월 25일에 발표

- 김수민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에 제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5항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정보통신제품의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를 별표에 포함

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3) 

○ 비장애인 기준으로 구축되어 터치스크린 위치가 높고

대부분 점자 및 음성안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접근성이 갖추어 지지 않은 무인정보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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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4) 

○ 문제점
- 영화관, 음식점 등에 무인정보단말기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정책은

웹 사이트 접근성을 다루는 데에서 끝이 남.

-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아직도 2000년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임. 

- 안타깝게도 모바일 앱과 무인정보단말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음. 

- 정부의 대응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외면

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5) 

구성 요소 문제점

작동부 및
디스플레이 위치

모든 작동이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지나 터치스크린
높이가 너무 높아서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조작하기
매우 어려움

대체 콘텐츠
모든 정보가 화면에만 표시되고, 소리 또는 점자 등의
대체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음

피드백 제공
메뉴선택, 화면전환, 카드배출 등의 동작에 대하여
소리나 진동 등의 피드백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음

컨트롤
모든 작동이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지므로, 터치스
크린조작이 어려운 사용자는 사용하기 어려움

○ 맥도널드 자동주문단말기 접근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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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5) 

구성 요소 문제점

이어폰 단자
소리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어폰 단자도
제공 되지 않음

텍스트 명도 대비
 메뉴를 표시하는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음

삽입구/배출구인식  카드 삽입구가 돌출되어 있지 않음

카드 사용
 잘못된 카드를 삽입했을때, 카드를 뽑도록 화면에 표
시 할 뿐 자동으로 배출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힘으
로 잡아 당겨야함

사용 도움  주변에 자동발매기 사용에 관한 안내문구가 전혀없음

○ 맥도널드 자동주문단말기 접근성 현황

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6) 

○ 맥도널드 자동주문단말기 접근성 개선 방안
1. 모든 정보를 화면(시각)으로만 제공함. 

→ 시각정보와 동기화 된 음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음성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어폰 단자를 제공해야 함

2. 메뉴를 표시하는 텍스트의 크기가 작고 명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노인이나 저시력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

→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의 크기를 크게 하고 명도 대비를

높여야 함

3. 터치스크린은 시각장애인, 움직임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노인 등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장치임에도 터치스크린을

유일한 입력(조작)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물리적 키보드/키패드를 함께 제공하고, 터치스크린에서 선택과

실행을 구분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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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웹사이트 정보접근성(1) 

○ 시각장애인 정보이용 차별피해자 집단소송

- 지난 2017년 9월 7일 롯데마트몰(롯데쇼핑),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 3곳을 상대

- 참여소송인단 : 시각장애인 1급 / 2급 963명

- 피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웹사이트 운영 민간기업 3곳

- 위반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21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 현재까지도 온라인 쇼핑 사용 편의성에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등

정보이용약자의 요구를 묵살

Ⅲ. 웹사이트 정보접근성(2)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웹사이트 운영 공공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이트

- URL :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2. 고용노동부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된 사이트

토픽코리아 사회복지사1급 · 직업상담사2급 등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사이버교육 국비지원 모든 홈페이지

- URL : http://www.edukhrd.co.kr/main/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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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1) 

○ 간편 결제 앱 6개를 선정하여 접근성 실태조사

- 조사 대상 : T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나우, 

페이코

- 조사 기간 : 2017년 5월

- 결제수단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전체 중 하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음.

- 시각장애인들은 간편 결제 앱의 “빠르고 편리하다”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별 속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임. 

Ⅳ.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2) 

주요과업

조사대상
회원가입 결제수단등록 결제 이벤트 내역조회

T페이 (SKT) △ X △ X X

네이버페이
(NAVER)

○ X X X X

삼성페이
(SAMSUNG)

○ X X X ○

카카오페이
(KAKAO)

○ △ △ X △

페이나우(LG) △ X X X X

페이코(NHN) ○ X X X X

<간편결제앱시각장애인서비스접근가능여부>

○: 이용가능, △:이용불편, X: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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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1) 

○접근성 관련 법률

1. UN장애인권리협약

-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 제9조 접근성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Ⅴ.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2) 

2. 국내 법규

-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등) 제1항, 제6항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동법 시행령 14조

- 차별행위를 하지 말아야하는 주체는 국가나 정부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법인 등으로 확장하여 사실상 모든 국민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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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3) 

1.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준수 대상은 공공에서 민간 중심

- 공공 분야에서 먼저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기술 축적

- 자연스럽게 민간부문 접근성 향상

2. 정부주도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터치스크린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장애인 접근성과 같은 생소한

요구는 영세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임.

-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기술적 난이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Ⅴ.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4) 

3.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역할 필요

- 장애인단체는 필요한 기술 기준을 만들어 제시

-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능동적인 역할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2항 개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범위를

'웹사이트'에서 확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이러닝 콘텐츠, 가전, 전자도서, IOT, 무인정보단말기'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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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www.kbuwel.or.kr

073패널1,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정보접근성





구   자  은  박사
(일리노이대학)

무인단말기
접근성 사례

패널 2





단말기접근성에대한이해
디자인,규정및변화의노력을중심으로

구자은박사 (일리노이주립대학)

접근성 단말기 관련 용어 및 개념

• 단말기 및 정보 거래 기계 (ITMs) : Accessible Kiosk and Information and 

Transaction Machines 또는 Information kiosk Transaction Machines 

• Stand Alone or Closed system : 접근성을 증대를 위해 개인의 보조장치

사용이 어려움. 따라서 장치 판매자가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디자인 해야 하고, 개인 헤드셋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

보조 장치도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어서는 안됨

구자은 ‐ 일리노이 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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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aura Miller, Beyond the Basics: Building an Accessible Kiosk, Webinar, September 12, 2019

• 어플리케이션아니면 웹싸이트 (WCAG/ARIA 표준)

• 하드웨어 (ADA –물리적접근성)

• 외부장치 (신용카드리더,프린터,내비게이션 –

다음화면)

• 시큐리티의문제 (개인정보보호,세션리셋및

재시작,외부장치와통합가능)

• 접근성소프트웨어 (스크린리더,줌텍스트)

접근성단말기구성요소
[미국공항입국(Global Entry) 

단말기사진]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참고:  Ryan Jones, “considerations for making an accessible kiosk”,   November 16, 2018

• 컨트롤이촉각으로구별되는가?(예:터치나촉각심볼로 오디오잭의구별이가능)

• 컨트롤이브레일이나큰활자레이블을가지고있는가?보통의키와다르게

이용되는 특별한키에레이블을부침

• 단말기스크린의높이,공간과컨트롤이다른타입의이용자에게적당한가?

• 휠체어,스쿠터,다른보조기구사용자와단말기가 충분한물리적거리가있는가?

단말기접근을위한공간의확보가필요

고려사항:물리적디자인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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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Ryan Jones, “considerations for making an accessible kiosk”,   November 16, 2018

• 인터페이스를이용하기위해어떤종류의컨트롤이필요한가?문자입력을위해
터치스크린과물리적키보드가동시필요한가아님포인터가필요한가?

• 인터페이스가필요에따라조절될수있는가?예로시각장애인이화면을확대축소
할수있는가?만약포인터가필요하면마우스트랙볼,터치패드가있는가?

• 문자에서음성으로의스피치아웃풋(speech output)이있는가?이용자가문자음성
기능을작동하기위한브레일사인등이있는가 ?

• 각각의이용자가단말기를이용한후원래표준설정으로다시리셋되는가?이용
후에는항상기존의디폴트로돌아가야함

고려사항:인터페이스 디자인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단말기물리적요건에유용(높이,공간,접근)

• Section 508의기능적접근성조항 (302조)와하드웨어개발 (402조)

•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CVAA) Performance Objectives

• EN 301 549 ‐ Stationary ICT 하드웨어에대한규정

• W3C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WCAG)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amendment of Air Carrier Access Act (ACAA)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Accessibility of Web Sites and 
Automated Kiosks at U.S. Airports, 78 FR 67882 (Nov. 12, 2013) 

단말기접근성관련법률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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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CT Standards and Guidelines, Section 508

• 402.1 개인보조장치 해드셋 없이도 이용가능

• 402.2 스피치 아웃풋 규정

• 402.3 볼륨 조작이 가능(개인 정보 관련)

• 402.4 디스플레이 화면에 글자 크기 최소 4.8mm, 글자

배경 색깔 대조 요건

• 402.5 변경 가능한 표지판 글자(예:전기 교통신호)

402조: Hardware closed functionality 

• 302.1 Without vision

• 302.2 Without limited vision

• 302.3 Without perception of color

• 302.4 Without hearing

• 302.5 With limited hearing

• 302.6 Without speech

• 302.7 With limited manipulation

• 302.8 With limited language reach and strength

• 302.9 With limited language, cognitive and learning abilities 

302조 : Functional performance Criteria

ICT 표준 및 지침 – SECTION 508

구자은 ‐ 일리노이 주립대

참고 : ETIS ‐ EN 301 549 ‐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CT products and services

그림:옆으로단말기접근시규정• 하드웨어에대한규정

• 기계적작동을요구하는경우 (키패드,잡거나

돌리기,작동을위해힘이필요한경우,열쇠,

승차권을제공할경우방향이중요함으로

촉각으로접근가능해야함

• 음성인식을이용해작동해야할경우음성인식

기능이있음을안내 (예:점자안내)

ETSI EN 301 549 ‐ Stationary ICT 규정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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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 충분한시간을주기 (2.2 Enough Time)

• 색대조요건 (1.4.6)

• 텍스트컨텐츠가아닐경우텍스트대안(1.1)

• 보조장치이용시명확한순서(1.3.2, 2.4.3)

• 보조장치이용시 입력의목적(1.3.5)

• 물리적컨트롤및키보드로기능에접근(2.1)

• 적용가능한다른많은규정들..

W3C 웹컨텐츠접근성지침적용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참고 :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Accessibility of Web Sites and Automated 
Kiosks at U.S. Airports, 78 FR 67882 (Nov. 12, 2013) , amendment of Air Carrier Access Act (ACAA) 

• 접근가능한항공단말기설치요건과설치기한을명시

• 접근가능한 자동항공단말기가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분별가능하고,항상작동상태를유지해야

한다는항공사의의무를규정

• 단일장소에서최소 25%의단말기가접근성을

보장하여야함

DOT ‐자동항공단말기접근성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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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Jonathan Lazar, J. Bern Jordan, and Gregg Vanderheiden. 2019. Toward unified guidelines for 
kiosk accessibility. Interactions 26, 4 (June 2019), 74‐77. DOI: https://doi.org/10.1145/3337779

• 기존의규정들의비교조사 (Unified 

Compilation of Guidelines)

• 단일화된단말기및정보거래기계

표준지침의조건을규정

단말기관련규정단일화노력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참조: https://drive.google.com/file/d/1Z9AAHMmkxIHrZvi4ZQDr0R5EQ94vsbN‐/view

1. 단말기표준및규정 문제를인식

2. 터치스크린접근에대한일반적전략을공유

3. 단말기및정보거래기계표준을 ANSI워킹그룹을통해작성(현재비실행)

4. 표준에기반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체크리스트개발 (온라인및인쇄본)

5. 사례개발과모델을집행 –다양한컨텐츠에따른강점과약점을

분석함으로써표준및규정을복사해서바로이용할수있도록함.

단일화된단말기규정을 위한요소들

구자은 ‐일리노이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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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김    민   구  부장

Accessibility to
Google

패널 3





Proprietary + Confidential

구글의접근성에대한노력

김민구

November, 2019

솔루션컨설팅팀장, 구글플레
이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구글의미션/비전

2

Our mission is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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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1천만명이일시적/영구적장애를가지고있
음

3

● 영구적장애뿐아니라일시적장애도개선이필요한부분

● 환경적장애도존재 (예. 운전중인운전자, 유모차를밀고있는부모, 두손에짐을든사람등)

● 장애인과비장애인을아우를수있는접근성에대한끊임없는고민을하고제품에반영

● 노년층에대한접근성고려도필요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

한국은이미고령사회이며, 곧초고령사회로진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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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모든서비스에접근성을고려한설계

○ 예. 구글플레이, 안드로이드, 유튜브, 크롬, 구글검색, 구글포토, 지메일등

● 구글이직접제공하지않는서비스나정보에도다양한기술과가이드라인제공

○ 예.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developers & designers, Accessibility Scanner, etc.

● 실행활에유용한다양한앱을무료로배포

○ 예. Sound Amplifier, Voice Access, Accessibility Scanner, Lookout, Live  Transcribe 외다

수

구글의접근성에대한전반적인노력 -자체서비스 + 타서비
스

5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구글플레이앱접근성개선워크샵 - 2019.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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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주문 -배달의민족

• 음악 -멜론

• 쇼핑 -지마켓

• 부동산 -직방

• 금융 -토스

• 모빌리티 -타다

• 소셜 -네이버밴드

• 번역 -네이버파파고

• 네비게이션 -티맵 (Tmap)

• 대중교통 -티맵대중교통

구글플레이접근성프로젝트
참여사목록 -실생활앱들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향후의노력

TV vs Smartphone usage by age group

Sourc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2017

TV (5+days) SmartPhone (5+days)

● 디지털소외계층을포함한모든사용자를아우를수있는접근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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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접근성 : Equality (평등함) vs Equity (공평함)

9

● 평등함보다는공평함의관점에서접근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

10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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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접근성은비단신체/정신적장애의상황뿐만이아닌,                          
모든상황에필요할수있습니다.

어두운공간에서 보

기위해

시끄러운공간에서 대화를
듣기위해

특정상황에제약으로인해
활동이불가능할때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

12

모바일세계에서접근성의중요성과관심은개선이필요한상
태

접근성 유즈 케이스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까?

저시력

청각

전맹

인지능력

제한된신체능력

기타

78%

4%

3%

3%

6%

7%

11%

Source: Google Play DSAT survey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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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관련상당수문제들은쉽게수정가능

모호한라벨

좌/우네비게
이션흐름의
문제

시각적인
콘트라스트
부족

선택할수없
거나

읽을수없는
요소

작은터치영
역

스와이프나
롱터치에의
존하는메뉴

비디오캡션
부재

← Easier to fix Harder to fix →

%
 o

f a
pp

s 
af

fe
ct

ed

100%

0%

출처: 구글플레이

숨겨진요소
혹은부정확
한요소선택

스크린리더가
읽을수없는
빠르게움직
이는임시요

소

Proprietary + Confidential

Confidential + Proprietary

구글에서는, 
모두가접근성에관심과중
요도를높일수있도록많은
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 안드로이드차원의접근성플랫
폼기능제공

• 플레이에서제공되는 접근성기
능과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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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드로이드접근성가이드
라인

• 개발자리소스 & 문서

• 샘플코드와테스트절차

• 모범예제들

• UI요소들의라벨링

• 터치영역을크게만들기

• 적절한색상대조

g.co/play/a11y-overview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접근성검사기 (Accessibility 
Scanner)

검사영역:

• 터치타겟영역의사이즈

• 낮은콘트라스트

• 콘텐츠라벨

• 구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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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Live Transcribe

• 대화의소리를텍스트로시각화

• 청각장애인의의사소통지원

• 70개이상의언어제공

• 구글의 Speech recognition 기술기

반으로대화의뉘앙스를파악

https://www.android.com/accessibility/live-transcribe/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Sound Amplifier

• 집중해야할소리에강조하고, 방해되

는소리를줄여주는기능제공

• 시끄러운공간에서도 대화가능

• 유저의개별청각수준에따라 오

디오/마이크세팅을쉽게조정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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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의비전을통해전맹/저시력유

저의주변환경에대한정보를설명

• 카메라/센서기반으로주위환경에위

치한물체, 텍스트등을 소리나시그널

을통해정보로제공

Proprietary + ConfidentialProprietary + ConfidentialAndroid Accessibility 
Suite

• 안드로이드디바이스에서접근성관련

다양한기능을사용할수있도록지원

• 디스플레이사이즈

• 폰트, 사이즈, 색조등

• 음성/스위치컨트롤

• 음성/스위치를통한모바일실행

및조작가능

• Talkback

• 전맹/저시력유저를위해, 스크린

터치를통한음성설명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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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사전출시리포트:
접근성

50만여개앱으로부터 35만개이상의

접근성관련이슈발견및공유

����������������������������������������������������

스위치 버튼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폰을 컨트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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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   인   호  책임

삼성전자의 접근성
개선 노력 및  사례발표

패널 4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백인호 

삼성전자의 접근성 개선 노력 및  
사례 발표 

만드는 이들의 첫 번째 원칙은?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099패널4, 삼성전자의 접근성 개선 노력 및  사례발표



▲ 소리 감지 : ‘아기가 다른 방에서 우는데 밤새 듣지 못했어요. 

   옆집에서 우는 소리 듣고 와서 문을 두들겼는데도 몰랐죠. ㅠㅠ’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보이스 라벨 : ‘형태가 비슷한 약병 등의 물체를  구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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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라벨 : ‘형태가 비슷한 반찬 통을  구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빛 감지 : ‘방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101패널4, 삼성전자의 접근성 개선 노력 및  사례발표



맞춤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사용자분들과 함께 접근성 개선하는 삼성 서포터즈 활동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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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독성을 높이고 눈의 피로는 줄이는 삼성 고대비 테마 (누적 1500만 다운로드) 

Samsung Theme 
(High Contrast Theme 2)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검은색 바탕에 명도 대비를 높인 글자 색상 제공하는 삼성 인터넷 고대비 모드 

Samsung Theme 
(High Contrast Theme 2)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103패널4, 삼성전자의 접근성 개선 노력 및  사례발표



기본 설정 

고대비 키보드 

▲ 가독성을 높이고 눈의 피로는 줄이는 삼성 키보드 고대비 모드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장애인 사용자 분들이 빅스비, 빅스비 비전, 고대비 키보드, 삼성 덱스 등을 이용하는 모습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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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빅스비!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빅스비와 접근성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서 갤럭시를 사용하는 모습 (지체장애인)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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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스피커인 빅스비 홈 미니로 각종 전자 제품을 컨트롤 하는 모습 (지체장애인)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빅스비 비전으로 라면, 과자 등을 구분하는 모습 (시각장애인)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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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비 비전으로 인쇄물을 읽는 모습 (시각장애인)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조금 더 가까운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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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임직원 김병호 님이 온라인 교육용 음성 강의 녹음 하는 모습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갤럭시 스마트 폰 사용법을 교육하는 ‘스마트 엔젤’ 봉사활동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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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함께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 장애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의 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고 ‘고객인데 못해 준 것이 무엇인가?‘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요. “   “장애인이 아닌 고객으로…  제품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해 주세요.“   

 

“제품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해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제품만으로 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회적 서비스와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접근성만 갖춘다면  

앞으로의 삶이 전보다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 되요.”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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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모두에게 따뜻한 정보 접근성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새로운 사용자 경험으
로 더 이상 나이, 장애 등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기를 기원 합니다. 

Change the world, together! 

‘모두가 쉽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만드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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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2) 

▲ 빅스비 음성명령으로 커피 주문하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  

Appendix. (2/2) 

▲ QR 코드와 배달 앱으로 테이블 오더 하는 메리고키친 식당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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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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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이   지   용  박사

LG전자 접근성
개선 노력

패널 5





LG전자

접근성 개선 노력

LG전자 품질경영센터 제품시험연구소

규제환경팀 이지용 책임연구원

Introduction for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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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사업군

LG전자주요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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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주요 Brand

LG전자

접근성 개선 노력

117패널5, LG전자 접근성 개선 노력



장애인 통계

Reference : ‘한 눈에 보는 2019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
https://edi.kead.or.kr/ediupload/ibook/2019/WEB/one_eye2019.html

Reference : Christian Blind mission (CBM)
https://www.cbmcanada.org/why-disability/

■글로벌 ■한국 (등록장애인기준)
- 약 260만명 (전체인구의 5%) 중
25만명이시각장애인 (전체인구의 0.5%)

LG전자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로 지속가능발전의제라고도 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함.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모든 사물과 사람이 지능적으로 연결되는 한 차원 높은 편리, 편의 및 접근성을 제공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혁신적 제품 출시와 환경 친화적인 그린 비즈니스를 확대하여 ‘지능형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기업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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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Accessibility)

Accessibility means all of the    
people we care about,              

regardless of their abilities, 
can use LG products in any 

situation at any time they want.

고객의 사용자 경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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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용자 경험으로부터

69N

나사렛대 재활공학과와 가전제품 접근성 사용성 평가 Project

고객의 사용자 경험으로부터

915

1220

120o

나사렛대 재활공학과와 가전제품 접근성 사용성 평가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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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용자 경험으로부터

나사렛대 재활공학과와 가전제품 접근성 사용성 평가 Project

고객의 사용자 경험으로부터

LG recognized two critical factors through VoC from disability organizations.

Structure

Hard to load and unload

Operation

Hard to open door

Difficult to check function and start cycle Difficult to know 
the completion of washing, status, and app control

Difficult to select cycle 
/ option with knob dial

Difficult to recognize 
the selected cycle / option

Difficult to read options 
due to too many functions

Difficult to know whether 
there is any cycl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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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한/미 QoLT Workshop 개최
(서울대, 국립재활원, 피츠버그, 카네기멜론대, LG전자 등)

 모바일 접근성 기술 협의
(LG전자, QoLT센터, UAE, 독일업체)

전문기관과의 기술 교류회를 통하여…

전문기관과의 기술 교류회를 통하여…

 미국 : 피츠버그 대학 HERL2), 카네기 멜론 대학3)

 한국 : QoLT1) 사업단 – 서울대 이상묵 교수 외 국립재활원, 연세대, 전북대, 서강대 연구진, LG전자 연구진

1) QoLT (Quality of Life Technology) 센터 - 정부 Fund로 운영되는 장애인 접근성 연구 센터

2) HERL – Human 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ies : 피츠버그 대학교 재활 공학 연구소

3) 카네기 멜론대학:  자동차 분야 HCI(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 / Robotics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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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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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접근성 기능

- Smart Phone

- Smart TV

- Smart Home Appliance

- 고객센터 접근성 서비스

- 기타 (웹사이트/모바일앱)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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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의 접근성 기능

스마트폰의 접근성 기능
 음성으로 휴대폰 상태나 동작 음성 알림(Talkback)

- 화면 아이콘/관련 설명 음성 제공

- 키보드 피드백

 수신내용 음성 알림

- 발신자 정보나 메시지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줌

 글꼴 : 유형 / 크기 / 굵기 조절

 화면 내용 크기 조정

 터치로 화면 확대

 돋보기 (확대/반전)

 마우스 포인터 확대

 고대비 화면

 화면 색상 반전 / 조절

 흑백 화면

 전원버튼으로 통화종료

 자막 (Caption) 

 LED / 플래쉬 : 휴대폰 상태 알림

 소리 조절 (좌/우)

 오디오 종류 (모노/스테레오)

 모든 소리 끄기

 터치 인식시간 조절

 터치도우미 : 

- 주요 기능을 큰 버튼으로 사용

 터치 입력

- 길게눌러 입력하기/반복터치 보정)

 화면 자동 꺼짐 (10분)

 길게 눌러 전화받기

 키보드 편의 기능

- 반복키, 고정키, 느린키 등

 마우스 자동 클릭

- 일정시간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클릭

 터치 영역 제어

- 의도하지 않은 화면 터치 입력 방지하기

위해 터치 영역 제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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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접근성

2018년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와 공동 Project 진행하여 LG전자 주요 모바일 앱

(한국향)에 대하여 모바일 접근성 적용 및 인증 취득 (’19. 10)

스마트 폰 내
LG 전자 내장 앱 폰 내 App.

Smar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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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 접근성 기능

Accessibility in Setting Smart Speaker CompatibilityMagic Remote

Audio Guidance / Pointer Options / Menu Transparency
Closed Caption / TV Power Sound / High Contrast

Works with 
- Google Home 
- Amazon Echo
- LG Smart Speaker

Pointing & Wheel & Voice Control /
Shortcut to Accessibility Menu

Long Press on ‘Mute’ Button

※  CES 2016, 2017 INNOVATION AWARDS ‘Accessible Tech’부문 수상 ※

 Magic Zoom 

 리모컨 가이드 점자 (Guide dots)

 음성 안내 기능

(음의 높이, Volume, Speed 조절 가능)

 음성으로 주요 기능 사용 가능

(채널 변경, 음량 조절 등)

 고대비 화면

 배경 소음을 최소화하는 Clear Voice

 자막 (Closed Caption) 

 휠과 포인팅을 통한 직관적인 조작

 직관적인 아이콘 디자인과

편집이 자유로운 사용자 최적화 UI 

 음성 인식 리모컨

 매직 리모컨의 Wheel 리모컨

 포인터 스피드 조절 기능

 Quick Access 

- 리모컨 한번 클릭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콘텐츠 바로 접속

스마트 TV 접근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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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ome Appliances

LG SIGNATURE 냉장고 접근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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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proximity sensor

2nd proximity sensor

Open with your hands as usual. 

When you have food in full of hands, open it with your foot!!

“Door Open” Hologram

LG SIGNATURE 냉장고 접근성 기능

All freezer drawers coming out automatically as you open the freezer door!!!

55mm Automatically

LG SIGNATURE 냉장고 접근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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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IGNATURE 냉장고 접근성 기능

 도어가 열렸을 때 알람기능

 Smart ThinQ App.을 통해

- 핸드폰 소리 혹은 진동으로 도어 열림 알람 기능

- 온도 조절 기능

 스마트라벨

 온도 조절

 미러글라스 패널

 급속 냉장

 Wi-Fi function

 식중독 지수확인 및 장애 진단

 Smart ThinQ App.을 통해

도어 열림, 급속 냉동 on/off, 

온도조절 등 디스플레이 변경 내용

Push 알림

 노크 기능을 통한 냉장고 안의

내용물 인지

 손을 대지 않고 냉장고 도어 오픈 기능

 냉동실 도어 열면 자동 내부 서랍이

나오는 기능

세탁기 접근성 기능

LG 트롬 씽큐 드럼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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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접근성 기능

음성인식, 손대지 않고 세탁하다!!

“엘지 트롬”(호출) “표준세탁에, 
헹굼 3회 해줘”(명령)

사
용

씬

제
품

표
시 호출어 들으면 깜빡임

(‘네, 말씀하세요~’)
명령어 끝나면 세그먼트 빙글빙글 회전  옵션 반영

(‘주인님이 말한 거 이거 맞지?’)

“엘지트롬, 세탁시작”(명령)

도어 잠기고 포량 감지 후
남은 시간 표시

“표준세탁, 헹굼3회, 탈수 강, 물온도 40으로
설정합니다. 동작을 원하시면

'엘지트롬, 세탁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LG Smart Home with LG Thi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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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mart Home with LG ThinQ

Robot

132 2019년 정보접근성 세미나



LG전자주요제품군더나은삶으로이끄는 LG CLOi 로봇

서울대 병원 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HnH7FNGTAfk
공항 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7F6VZUpuMZw

ROBOT

사용자의행동및표정인식
영상통화 / 카메라찍기

사용자음성인식 / 위치인식

Voice 및음악,  알림소리출력

Hub robot
스마트가전운영

자율주행 / 청소

위치인식

Voice 및음악등

자율주행 / 위치안내및 Escort

사용자음성인식 (4개국어)

위치인식

탑승정보안내

공항로봇
청소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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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Web Accessibility
LG.COM     

 LG전자 운영 웹사이트는 WCAG 2.0 기준 LEVEL AA 수준 개선 中

※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와 Project 진행하여 US 사이트부터 순차적 적용 中

http://www.lg.com/global/sustainability/customer/accessibility

134 2019년 정보접근성 세미나



가전접근성표준기술위원회 (‘ 12 ~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표준화 활동

ISO – Strategy Advisory Group (SAG, ‘16)
- Aging Societies Meeting, UK -

기타 활동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기증 사업
- LG전자,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 5,000대/년 보급 사업 (2018, 2019)

- LG전자 러브레터 이벤트로 200대 TV 기증 사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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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센터 접근성 서비스 제공 (상시)
-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점자 매뉴얼 서비스 시행 中

 노원 누리복지관 일상생활 훈련실 가전 제품 기증
- LG전자 : 가전제품 기증
- 시각장애인 연합회 : 시각장애인 VOC 제공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음성인식 세탁기 기증 (‘17)

 정보접근성 기술(IAT) 컨퍼런스 후원 및 참여 (’17, ‘18)

기타 활동

LG전자가 2015년에 서울대 QoLT 사업단과 UAE 장애인 단체와
MOU를 맺고 UAE 지역 장애인 접근성 모바일App. 분야 교육 및
모바일 App. 개발 경연대회 지원 중 (2017년 ~)

왼쪽 세 번째부터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알 카시미
샤르자 UAE 왕자, 최용근 LG전자 걸프법인장
출처 : 서울신문

2018년 우승자, 파이자 푸트리 아딜라

기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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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정보접근성
체험을 통한 사회적 공감    





모두를위한정보접근성
체험을통한사회적공감
Informational Accessibility for everyone, Social Consideration Through Accessibility Technology and User Experience

Accessibility Team

Kim Ju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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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HAPTER 01. 

4ⓒ

1. OVERVIEW
1.1 국내등록장애인현황

•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 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및 그 외 국내 장애인 등록 현황

• 2017년 2,545,637명등록, 지체장애의 48.5% 는 후천적 질환, 49.4%는후천적 사고에 의한 발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개발원 2018년 통계

* 보건복지부(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 2018 국내등록장애인추이

|지체장애발생요인|등록장애인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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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65세이상 고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 2017년한국은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 도입 : 7년후 인구 20.8%가고령자 예상

• 저 시력(시력 저하) 및 장애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PC 웹 콘텐츠,  모바일 앱 콘텐츠 정보 접근성 필요

1. OVERVIEW
1.2 국내고령화추이

| 연령대별인구구성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개발원 2018년 통계
• 통계청

6ⓒ

1. OVERVIEW
1.3 정보접근성이란?

• 모든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웹/앱 정보 접근성은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

• 웹의힘은 그것의보편성에있다. 장애에구애 없이모든 사람이접근할수 있는 것이필수적인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리 경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

| 모든사용자가편리하게접근할수있는방법 ?

인식의용이성

Perceivable

견고성

Robust

운용의용이성

Operable

이해의용이성

Understandable

!

| 모든사용자가편리하게접근할수있는방법 !

정보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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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8ⓒ

2. USER
2.1 전맹사용자

• 전맹 : 시력이 ‘0’ 이며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시각장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

• 전맹 사용자는 더욱 발달된 다른 감각(청각/촉각)으로 PC 웹과 모바일 앱을 이용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Android : Talk Back)
(IOS : VoiceOver) 

(Screen Reader) – 청각

(Keyboard)
-촉각

(SincBraille) -촉각
(Mouse)

| PC 웹전맹사용자

| 모바일앱전맹사용자

| PC 웹전맹사용자보조기기& 보조소프트웨어

| 모바일접근성메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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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맹사용자에게필요한대체텍스트

• 화면상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오브젝트(이미지, 동영상, 플래쉬 배너등)에 대한 콘텐츠 정보를 소리로 읽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 <img> 테그의 alt=“” 속성에 선언되는 텍스트)  정의하여 스크린 리더가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대체 정보 제공

내일 오후 기준의 날씨입니다.
서울/경기 지역 기온 33 도
흐리고 한때 비입니다.

…….
| 보이지도들리지도않는상태

| 날씨이미지와 alt  속성

| 보이지않는이미지를소리로인지

2. USER

내일 데이트인데
날씨를 알 수가 없네. 

ㅜ.ㅜ

내일 데이트인데
그녀 우산까지 챙겨야겠다.

10ⓒ

2.3 전맹사용자를위한대체텍스트적용

•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내용은 스크린 리더를 통해 전맹 사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대체텍스트제공

| ‘텍스트’ 형태

그래픽 텍스트가이미지로표현된경우, 그래픽텍스트그대로입력

9,978,089r개의카페에서748,032,478명의멤버가함께하고있습니다.

: 이미지 영역 표시

| ‘이미지 + 텍스트’ 형태

주요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는이미지와이미지텍스트와결합된경우텍스트위주로입력

그라폴리오가당신의꿈을응원합니다. 그림책작가의꿈이뤄요! 네이버프로젝트꽃

옆면 총 길이 4,635 ~ 4,720㎝, 앞/뒷바퀴 사이의 길이 2,760㎝

| ‘이미지’ 형태 (그림, 사진)

이미지에담고있는정보(수치정보포함)를이해할수있도록풀어서입력

| 차트, 그래프

챠트나그래프이미지와데이터가함께노출될경우, 중요정보는요약하여제공

네이버대표카페대표카페란네이버카페상위0.1% 중카페활동이많고공유된정보의양과
품질이우수한카페에게드리는이름입니다.

네이버 56.02% 다음22% 야후8.13% 구글12.00% 네이트10.50% 빙4.08% 파란2.85% 네이버재팬0.79% 야후재팬
0.55% 기타0.76% 

2. USER

145패널6, 모두를 위한 정보접근성



11ⓒ

2.4 저시력사용자

• 우리가 접하는 시각 장애인의 90%는저 시력 장애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음

• 시력 저하, 시야 장애, 적록 색맹, 전 색맹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색상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움

| 시력저하 | 시야장애

| 적록색맹 | 전색맹

2. USER

(확대소프트웨어, 돋보기기능)+

12ⓒ

2.5 저시력사용자를위한색에무관한콘텐츠인식

• 챠트나 그래프 달력등을 디자인 할 때, 색으로만 데이터를 구분할 경우 고대비 화면에서 구분이 어려움

• 무늬나 도형, 데이터 텍스트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간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제공

| 쉽게구별이가능하며단순한모양기호사용

| 서로다른굵기나패턴의선사용

| 라인의패턴과레이블로데이터인지가능

| 기호나선을직접가리키는레이블제공

2.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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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저시력사용자를위한콘텐츠간의구분지침

• 이웃간의 콘텐츠는 테두리와 구분선, 서로 다른 무늬 및 명도대비와 간격 등의 시각적 구분방법을 이용하여 구분되도록 제공

• 확대, 반전, 고대비 기능 등을 통하여 콘텐츠의 구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선번호와 외곽선으로 구분

2015 Reddot Design Award Best of the Best
2016 IDEA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분야동상(Bronze)

2. USER

| 네이버지하철노선도

| 구분하기힘든색상들이

교차하는환승지점

: 고속터미널역, 당산역등

| 애매한채도명도

: 2호선과7호선,

3호선과9호선과같이

채도, 명도가비슷한노선

| 비슷한색상의노선이

한영역에서보여질때

14ⓒ

2.7 저시력사용자 –텍스트콘텐츠의명도대비

•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으로 제공

• 텍스트 폰트 18 pt 이상 또는 14 pt 이상 굵은 폰트 사용하거나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텍스트 콘텐츠의 경우 3대1까지 낮출 수 있음

| 텍스트/배경의명도대비가4.5:1 이하인경우 | 텍스트/배경의명도대비가 4.5:1 이상인경우

2. USER

• 명도대비확인 웹사이트

http://www.snook.ca/technical/colour_contrast/colour.html

• 명도대비확인 프로그램

https://www.paciellogroup.com/resources/contrastanalyser/

• 명도대비색상 샘플사이트

http://trace.wisc.edu/contrast-ratio-examples/

147패널6, 모두를 위한 정보접근성



15ⓒ

2.8 운동장애사용자

• 손 운동 장애는 일반 마우스와 키보드의 정교한 사용이 어려워 트랙볼 & 한손 키보드와 같은 보조기기 사용

• 중증 운동 장애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눈이나 머리로 이용할 수 있는 헤드포인터 & 빅키 키보드와 같은 보조기기 사용

| 손운동장애

| 중증운동장애

2. USER

(Trackball) (한손키보드)

(Assistive Touch)

(특수안경)

(스위치제어)(Bigkeys Keyboard & Keyguard)

(Headpointer)

TECHNOLOGY
CHAP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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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공지능(AI)핵심기술

• 네이버가 연구해오고 있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 뇌 신경망을 모방한 딥 러닝 기술과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기계번역, 멀티미디어 처리 및 인식 기술들

3. TECHNOLOGY

| Deep Learning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계번역 |멀티미디어처리및인식

18ⓒ

3.2 인공지능 (AI SPEAKER)

• 모두를 위한 네이버의 AI TECHNOLOGY

3.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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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계번역기술

• 기계 번역 : 번역기, 웹 번역, 라인 번역 봇등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외국어 메시지 변환 가능

• N2MT :  NAVER Nural Machine Translation 뇌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기계번역 적용

|기계번역
|파파고

3. TECHNOLOGY

20ⓒ

3.4 이미지처리기술

• 멀티미디어 인식 기술로 이미지 인식 기술도 개발되어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 가능

• 다양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 처리 기술

| NAVER Cloud | LINE Selfie

3.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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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모든사람을위한기술

• AI 스피커로 눈이 아닌 목소리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 날씨 확인, 동화책 읽어주기, 아이 분유 시간 알람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자율 주행을 통한 연령 및 신체적 장애 제약 완화

• 모든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옵션과 편리성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jdu9cjzwt-w

| 자율주행 |눈이보이지않는아이엄마가아이를키울때, AI스피커가할수있는일들

3. TECHNOLOGY

22ⓒ

3.6 저시력, 전맹테스트전문엔지니어와의협업

• 실제 전맹, 저 시력 장애를 가진 전문 테스트 엔지니어가 직접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

• 장애 사용자의 입장에서 과업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트하여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할 때, 불편한 부분 확인 및 개선

What do I see?

How can I get 
the information

What am I hearing?

What is it talking about?

What am I thinking?

talk

see

hear

Information

behavior
What is the difficulty?

Environment
How is the user environment

behavior
How can I use the
technology

|키보드, 점자단말기사용

|테스트엔지니어

3.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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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NAVER Accessibility Service 제공
•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다른 감각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 필요(예. 스크린 리더 사용법 등)

• 스크린 리더, 보조 기술, 보조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제공

• 전맹, 저 시력 사용자들을 위한 블라인드 매뉴얼 제공

|블라인드매뉴얼

| NAVER Accessibility Service

3. TECHNOLOGY

24ⓒ

3.8 접근성진단솔루션을통한전사모니터링
• 접근성 자동화 진단 시스템을 통한 전사 모니터링

• FE 코드 분석을 통해 수 많은 양의 페이지들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

• 다양한 해결 방안과 접근성 가이드 제공

• 수 많은 실무자들을 위한 접근성 개선 프로세스 제공

•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접근성 기술의 축적

| 솔루션의접근성이슈좌표표시

3.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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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실무에필요한가이드와널리공유하는접근성기술
• 널리 [부사] 1. 범위가 넓게. 2. 너그럽게. : http://nuli.navercorp.com/ 

• FE 개발도구, 온라인 장애 체험, 널리 아티클, 오픈소스 챠트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솔루션과 노하우 공유

|다양한기술제공

3.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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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저변확대와인식제고를위한노력
• 매년 축적한 접근성 노하우와 해외 사례 및 국가 기관과 함께 실제 실무자들을 위한 접근성 세미나 개최 : 널리 세미나 (7회)

• 접근성 공익광고 : 우정국, 대구시 범어 네거리, 계산 오거리,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전광판 노출 with NIA

• 아시아/태평양 장애 청년 리더 초청 (민간에서의 접근성을 위한 노력 및 접근성에 대한 토론 진행) 

| 널리세미나

|접근성공익광고

|아시아/태평양장에청년리더

3.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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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HAPTER 04. 

28ⓒ

OFFLINE 디바이스경험을온라인으로직접체험

모바일디바이스접근성을통한 모바일체험

ONLINE OFFLINE
전맹, 저 시력,  손 운동장애, 중증 운동 장애 사용자들의 디바이스를 직접 경험

• 직접디바이스를경험할수있는오프라인체험관과오프라인디바이스의경험을온라인에가상으로적용하여, 온 & 오프라인통합체험제공

4. EXPERIENCE
4.1 온라인체험과오프라인체험관

저시력 손운동장애 중증운동장애 아이패드(IOS) 모바일
(Android)

| 가상키보드와가상트랙볼
| 오프라인체험관디바이스

전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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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에대한 정보및오프라인디바이스경험을온라인에서가상디바이스로체험가능 : http://nax.naver.com/index

4.2 온라인장애체험
4. EXPERIENCE

| 온라인장애체험화면

30ⓒ

4.3 오프라인체험관
4. EXPERIENCE

• 정자역네이버그린펙토리도서관 2층에서체험 –접근성체험관

| 오프라인장애체험관

좀더 일찍 이런 체험을
했더라면 . . .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 해 드렸을
텐데. . .

155패널6, 모두를 위한 정보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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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을마치고남긴 25,000여건의피드백

4.4 사용자체험후기

평소 생각지도 못해봤던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이해로 더 넓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살면서 한 번 쯤, 아니 잊혀질 만 할 때마다 꼭 체험
해봐야 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김재호

저는 적색.녹색 색약을 가진 아이입
니다. 경험해보니 이런 것도 있나 싶
네요 NAVER 짱 -이준범

저는 평소에 렌즈를 끼지 않으면 잘 보이
지 않는데, 본인보다 더 잘 보이지 않는 저
시력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
습니다.  - 김상

이 체험을 하고나서 장애인의
기분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겠습니다.
- 익명

특수교육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이
버의 이러한 움직임이 고맙습니다. 
애플 사에서는 이전부터 이러한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
속 노력해주세요!! 응원할게요!!!  
- 정영은

신기하네요.. 저도 오른쪽 눈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
컴퓨터를 할 수 있을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다니 좋네요.ㅠㅠ - 김환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이런 생
각을 해보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꼭 이 옵션을 도입해주세요!! ㅠㅠ
- 김소정

색약인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 방면의 웹 디자인
을 기획하는 중인데 큰 도움
이 되었습니다. - 박미림

접근성이란 단어를 몸으로
느낀 체험이었습니다
-조경진

시각장애인 웹 환경은 비 장애인들이
그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아니라 당연
히 그들도 함께 누려야 할 기본이란 생
각이 듭니다
- 정혜숙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웹 환경이 특별한 분들
에게는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대
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로써
책임감을 갖고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신혜

4. EXPERIENCE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장면을 직접 보니 상대방
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였어요
-ksh

시력장애의 종류가 이렇
게나 많은 줄 미처 몰랐
습니다. -한현주

이런 경험을 별로 할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
다 - 전규리

웹접근성 글로만 배웠지
실제 체험할 기회가 없었
는데.. 새로운 체험입니다. 
- 박미옥

시력이매우 안좋은데
다양한효과로 웹환경을
좀 더잘 이용할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세린

실제로 주변에 해
당하는 분이 더 있
어서 와 닿습니다

- 헹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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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일반사용자
(교육및사회적공감대형성)

직군종사자
(서비스적용및접근성강화)

정보접근성 (서비스강화 + 사회적배려)

사용자
(USER)정보 접근성

(ACCESSBILITY)
Web, App, Software

ONLINE
&

OFFLINE
&

MOBILE

일반사용자
•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인식 전환

학교 & 기관
• 장애 체험 인식 개선 프로그램 기회 제공
• 기관이나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직군 종사자
• 불편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웹/앱 서비스 고려
• 기획, 디자인, 개발 직군 이해강화
• 실제 서비스에 접근성 적용

4.5. This is for Everyone

SYNERGY

4. EXPERIENCE

• 서비스 직군 종사자는 기획 단계부터 실제 서비스에 접근성 적용 & 일반 사용자는 장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4차 산업의 기술 혁명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본질적 공감을 통한 디지털 포용

!

널리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공간

널리사이트 : http://nuli.navercorp.com/

널리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ULINTS

온라인장애체험 : http://nax.naver.com/index

널리세미나 : http://nuli.navercorp.com/sharing/seminar

네이버접근성 : https://accessibility.naver.com/ * This is for everyone : 2012년 영국 올림픽 개막식 & 팀 버너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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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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