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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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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보조기기만을 이용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 할까? 

화면낭독기, 화면확대기,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마우스 스틱,  헤드 포인터, 

음성증폭기  등 

들어가기 전에… 

http://www.pageoff.net/[#_ATTACH_PATH_##%5D/XVfzh4SlX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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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들어가기 전에… 



웹 접근성 준수 방법 



 표준 제정일 : 2010년 12월 31일 

 고시명 : 방송통신위원회 제2010-59호 

 표준번호 : KCS.OT-10.0003/R1 

 구성 : 4개 원칙(Principle), 13개 지침(Guideline)                                           

            22개 검사항목(Requirement) 
[출처] : 
http://rra.go.kr/board/kcs/view.jsp?nb_seq=1348&cpage=1&nb_type=6&searchCon=nb_name&searchT
xt=접근성&sortOrder=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준수 지침 2.0 

원칙(4개) 지침(13개) 검사항목(22개) 원칙 설명 

1. 인식의 용이성 

1. 대체 텍스트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페이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
다. 
 

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2. 자막 제공 

3. 명료성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4.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6. 배경음 사용 금지 

2. 운용의 용이성 

4. 키보드 접근성 
7. 키보드 사용 보장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페이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야 한다. 
 

8. 초점 이동 

5. 충분한 시간 제공 
9. 응답 시간 조절 

10. 정지 기능 제공 

6. 광과민성 발작 예방 1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7. 쉬운 내비게이션 

12 .반복 영역 건너뛰기 

13. 제목 제공 

14. 적절한 링크 텍스트 

3. 이행의 용이성 

8. 가독성 15. 기본 언어 표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페이지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9. 예측 가능성 16.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10. 콘텐츠의 논리성 
17. 콘텐츠의 선영화 

18. 표의 구성 

11. 입력 도움 
19. 레이블 제공 

20. 오류 정정 

4. 견고성 
12. 문법 준수 21. 마크업 오류 방지 웹 기술에 구애 받지 않고 콘텐츠

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2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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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용이성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견고성 

4대 원칙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기본원칙 



지침(3개) 검사항목(6개)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해야 한다.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
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
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
공해야 한다. 

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
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
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
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1. 인식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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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의 용이성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해야 한다.  

alt(alternate text) ?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미지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 

저사양 PC 

저속 인터넷 회선 

텍스트 브라우저 사용자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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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콘텐츠 

이미지가 로딩되지 않았을 경우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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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때는 일부만 제공하면 안되며 이미지 정보와 동일하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img src=“logo.png”> 

대체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음 

<img src=“logo.png” alt=“미래창조과학부” 

텍스트이미지의 내용을 그대로 대체 텍스트에 반영 

<텍스트 이미지> 

<img src=“logo.png” alt=“미래부”> 

대체 텍스트를 일부만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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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img src=“sg.jpg” alt=“조인성” 

<img src=“sg.jpg” alt=“야구선수 조인성” 

2) 사진 대체 텍스트 제공 

- 의미가 혼돈되지 않도록 대체 텍스트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함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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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너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 이미지 정보와 동일하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img src=“image/banner/prom1.gif” alt=“받고 또 받고” /> 

<img src=“image/banner/prom1.gif” alt=“새로운 혜택을 매주 꼭 확인하세요! 2주마다 확인하
는 재미외서 받고 또 받고! 7만원이상 150명에게 2주마다 새로운 선물을! 스XX스 아이스 아메
리카노 50명” /> 

웹 접근성 준수방법 

http://img1.kbstar.com/img/house/graph_joiner_090123.gif"/
http://img1.kbstar.com/img/house/graph_joiner_09012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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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전달을 위한 아이콘 

- 의미가 있는 이미지인 경우 이미지를 이해 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img src="..." alt=“트위터”> 

<img src="..." alt=“페이스북“> 

<img src="..." alt=“요즘“> 

<img src="..." alt=“미투데이“>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img src="..." alt="5점 만점에 4점“>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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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있는 이미지인 경우 이미지를 이해 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img src="..." alt="이전 10페이지“> 

<img src="..." alt=“이전 페이지“> 

<img src="..." alt="다음 페이지“> 

<img src="..." alt="다음 10페이지“> 

“1번째 배너”, “2번째 배너”, “3번째 배너” 등과 같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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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 또는 단계를 설명하는 이미지 

 - 각 단계 순서별로 설명을 자세하게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함 

<img src="../images/sub/img_business_01.gif" alt="보상업무 절차는 창업준비를 하고, 사업구상을 한 다음 

사업핵심요소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업종선정, 사업규모결정, 기업형태결정,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기

타 사업핵심요소 결정이 있으며, 그 이후 사업타당성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다.">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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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큰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  정보가 영역별로 이미지를 잘라서 배치하고 각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해당 이미지와 동등하

게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각 영역을 잘라서 배치 후 각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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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미 없는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제공 

 - 글머리 기호, 테두리, 장식용 이미지, 공백 이미지 등은 빈 값(alt=“”)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img src="..." alt=“아이콘”>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img src="..." alt=“”> 

<img src="..." alt=“라인”>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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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콘텐츠 

 - 동영상 콘텐츠 음성 정보와 동일하게 동기화 된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함 

 - 원고 제공 시 동영상 콘텐츠 옆 또는 아래에 같은 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텍스트로 제공되는 동영상인 경우 해당 텍스트의 내용을 음성 또는 원고로 제공해야 함 

동영상에 자막과 수화 동시 제공 동영상에 충실한 원고를 제공 

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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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음성이 없는 자막 동영상에 원고를 제공하지 않음 동영상의 요약 정보만 제공 

1. 인식의 용이성 

- 음성이 없는 자막 동영상의 경우 시각 장애인이 인식이 가능하도록 원고를 제공해야 함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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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성 콘텐츠 

 - 음성 정보와 동일하게 콘텐츠 옆 또는 아래에 원고를 제공해야 함 

원고를 제공한 사례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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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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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식의 용이성 

원본 적색맹 

녹색맹 청색맹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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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의 용이성 

1.3 명료성 

적색맹 원본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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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프 콘텐츠 

 -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

능해야 함 

패턴으로 구분한 사례 

1. 인식의 용이성 

1.3 명료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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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 정보 제공 

 - 색상 이외에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1. 인식의 용이성 

1.3 명료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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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료성 

1. 인식의 용이성 

3) 필수 입력 사항 

 - 필수 입력 사항에 대해서 색상 이외에 구분자 또는 문자로 구분이 가능하게 제공해야 함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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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 명료성 

1. 인식의 용이성 

"윈도를 닫으려면 상단의  

 동그란 빨간 버튼을 클릭“ 

“윈도를 닫으려면 창 닫기 버튼(왼쪽 상

단 첫 번째 동그란 빨간 버튼)을 선택”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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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장애인은 방향, 크기, 모양 등의 정보를 인지 할 수 없으므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함 

좌측 메일 세부분류에서 원하시는 분류를 선택하여 도움말을 찾아 보세요 

1.3 명료성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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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 이어야 한다. 

1.3 명료성 

1. 인식의 용이성 

명도대비 점검 도구 http://files.paciellogroup.com/resources/CCA-2.2.zip 파일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사용 

- 전경 글꼴과 배경색의 명도 대비는 4.5:1 이상이 되도록 제공해야 함 

- 14pt 굵은 글꼴 또는 18pt 이상 글꼴에 대해서는 3:1 수준의 명도 대비가 되어도 무방함 

웹 접근성 준수방법 

http://files.paciellogroup.com/resources/CCA-2.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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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대비 미리보기 

1.3 명료성 

1. 인식의 용이성 

출처 : http://naradesign.net/wp/2009/07/01/947/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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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음성 콘텐츠를 제공 할 경우 정지 상태로 제공하고 배경음 제어방법을 제공하여 시각 장애인이 사용

하는 화면낭독기 프로그램과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함 

- 배경음 재생시간이 3초 미만으로 제공해야 함 

1.3.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명료성 

1. 인식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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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의 용이성 
지침(4개) 검사항목(8개) 

2.1(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
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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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
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
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해야 한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
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
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
공하지 않아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
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
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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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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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 키보드 접근성 

2. 운용의 용이성 

이동 
Tab 

Shift+Tab 

선택 
상, 하, 좌, 우 

Space 

실행 Enter 

키보드 웹 콘텐츠 사용 방법 

※ 해당 키로 마우스와 동등하게 모든 콘텐츠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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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래시 콘텐츠 

 - 마우스로 이용 할 수 있는 콘텐츠는 키보드로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현 해야 함 

2.1 키보드 접근성 

2. 운용의 용이성 

 해당 영역의 하위 메뉴는 키보드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사용 할 수 없음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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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키보드 접근성 

2. 운용의 용이성 

1 2 3 

탭 제목 

탭 내용 

2) 숨겨진 콘텐츠 

 - 마우스와 동일하게 해당 탭 제목 부분에 키보드 실행 또는 초점을 받았을 경우 탭 내용이 보이도록 제공해

야 함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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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보드로 접근이 가능한 요소 

 - 키보드로 접근이 가능한 요소는 <a>, <button>, <input> 이므로 링크 또는 기능이 있는 콘텐츠는 해당 요

소 안에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해야 함 

- img, div, span 등의 요소에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한 경우 키보드로 사용이 불가능함 

2.1 키보드 접근성 

2. 운용의 용이성 

<img src="/images/main/popbt_02.jpg" onmouseover="popupzone_btnMove(2)" 

onclick="popupzone_click('PU', '1115','pname2','');" class="button_img" id="popupzonebtn2" 

name="popupzonebtn">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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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점의 논리적 이동 

 - tab, shift+tab 키로 초점 이동 시 콘텐츠의 좌 -> 우, 위 -> 아래로 이동되도록 제공해야 함 

2.1 키보드 접근성 

2. 운용의 용이성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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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의 구별 

 - 초점은 시각적으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구별이 가능해야 함 

2.1 키보드 접근성 

2. 운용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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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페이지 전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자동으로 페이지가 갱신되거나 이동되는 경우 시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일정 시간이 지나면 로그인 연장 기능을 제공 

2.2.1 (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 충분한 시간 제공 

2. 운용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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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는 콘텐츠의 경우 움직임을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원하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초점이 갔을 경우 움직임을 멈추게 하거나 정지 버튼을 제

공해야 함 

2. 운용의 용이성 

2.2 충분한 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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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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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2. 운용의 용이성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

다. 

1997년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38번째 에피소드인 ‘전능 전사 포리곤’의 한 장면에서 빨간색

과 파란색이 교대로 반복되는 섬광 장면이 수분간 지속되자 TV로 이를 시청하던 어린이 685명이 발작을 일으

켰으며 그 중 150여 명은 병원에 입원한 바 있음.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의 발작 원인으로 애니메이션의 섬광 

이미지로 인한 광과민성 발작 현상으로 결론내고 관련 업계와 방송국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음  

애니메이션 포켓몬 사례 

플래시 또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시 주의를 해야 함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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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앞 부분에 광과민성 발작에 대한 경고를 하는 영상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2. 운용의 용이성 

간질 혹은 광과민성 발작 증세가 있는 분은 영상을 주의 깊게 보지 않길 권고 드립니다.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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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를 사용하는 시각, 운동 장애인을 위해 본문으로 건너뛸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함 

-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 할 경우 페이지 맨 상단에 표시되도록 제공해야 하며, 키보드로 초점이 갔을 때 표시

되도록 해도 무방함 

- 건너뛰기 링크는 3개 이하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1) 페이지 상단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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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쉬운 내비게이션 

2. 운용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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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보드 초점이 페이지 상단에 갔을 때 표시 되도록 제공 

2.4 쉬운 내비게이션 

2. 운용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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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지 제목 

 - 페이지 제목은 시각 장애인이 현재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요소임  

 - 제목은 불필요한 특수기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간단 명료하게 다른 페이지와 중복되지 않

도록 페이지 특성 맞는 제목을 제공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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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쉬운 내비게이션 

2. 운용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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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임 제목 

 - 내용이 있는 iframe의 경우 title 속성으로 해당 내용의 제목을 제공해야 함 

 - 내용이 없는 iframe인 경우 “내용 없음”, “빈 프레임”으로 제목을 제공해야 함 

<iframe ... title="광고“> 

2.4 쉬운 내비게이션 

2. 운용의 용이성 

<iframe ... title=“로그인“>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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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블록 제목 

 - <h1> ~ <h6> 요소로 콘텐츠 블록의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을 제목 해야 함 

2.4 쉬운 내비게이션 

2. 운용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49 

- ‘여기’, ‘이곳’을 클릭하세요 같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링크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여기] -> [복수의 상품 추전메일 발송] 과 같이 링크 텍스트의 목적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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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쉬운 내비게이션 

2. 운용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3. 이해의 용이성 

지침(4개) 검사항목(6개)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
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
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
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
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
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
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제
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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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낭독기에서 해당 국가 언어를 음성으로 올바르게 출력해 주기 위해 기본 언어를 명시해야 함 

- 내용이 있는 iframe 안에 페이지 경우 기본 언어를 명시해야 함   

구 분 내 용 

HTML 4.01 표준의 

언어표시(한국어)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EN“ "http://www.w3.org/TR/html4/strict.dtd"> 

<html lang="ko"> 

XHTML 1.0표준의 

언어표시(한국어)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lang="ko" lang="ko"> 

XHTML 1.1표준의 

언어표시(한국어)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1//EN" 

"http://www.w3.org/TR/xhtml11/DTD/xhtml11.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lang=“ko“> 

3.1 가독성 

3. 이해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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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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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표준 언어 코드(ISO 639) 목록 참고 

  http://www.loc.gov/standards/iso639-2/php/code_list.php  

<중간에 언어가 바뀌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 

3.1 가독성 

3. 이해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http://www.loc.gov/standards/iso639-2/php/code_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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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팝업창 금지  

 - 자동으로 발생되는 팝업은 금지해야 하며, 팝업의 내용은 본문 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2 예측 가능성 

3. 이해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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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 이동만으로 실행 금지 

 - 초점 이동 시 실행이 되면 안되며 마우스 클릭, 키보드 엔터키 입력 시에만 실행이 되도록 해야 함  

셀렉트 박스에서 해당 바로가기 선택 후 [이동] 버튼을 클릭 또는 엔터 입력 시 실행 됨 

3.2 예측 가능성 

3. 이해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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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창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림 

 - 링크가 새 창으로 발생 시 새 창임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문구를 제공해야 함 

 - target=“_blank” 속성이 있는 경우 새 창임을 알려주는 속성이므로 “새 창” 열림 문구를 생략해도 됨 

<a href="http://www.bike.go.kr" target="_blank”>…</a> 

<img src="/images/main/banner_02.jpg" style="padding-left: 13px;" class="bannerimg_btn" 

onclick="window.open('http://www.nifds.go.kr','');" alt="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title=“새창으로 열림"> 

웹 접근성 준수방법 3. 이해의 용이성 

3.2 예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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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일반 웹사이트> <표현 제거 시 웹사이트> 

3. 이해의 용이성 

3.3 콘텐츠의 논리성 

1) 논리적으로 구성된 콘텐츠 

- 표현 제거 시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 순서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함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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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탭으로 구성된 콘텐츠 

- 탭으로 구성된 콘텐츠의 경우 선형화 하였을 때 제목 -> 내용 순으로 논리적으로 구성되도록 구현해야 함 

제목 

내용 

3. 이해의 용이성 

3.3 콘텐츠의 논리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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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정보 및 제목 제공  

 - 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summary 속성으로 표의 요약 정보 및 caption 요소로 표의 제목을 제공해야 함 

3. 이해의 용이성 

3.3 콘텐츠의 논리성 

3.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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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의 용이성 

3.3 콘텐츠의 논리성 

<table summary=“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 성적을 개인별로 보여주는 표”> 
<caption>개인별 시험 성적표</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 scope=“col”>중간고사</th> 
<th scope=“col”>기말고사</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홍길동</th> 
<td>70</td> 
<td>80</td> 

</tr> 
<tr> 

<th scope=“row”>이순신</th> 
<td>90</td> 
<td>80</td> 

</tr> 
</tbody> 
</table>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홍길동 70 80 

이순신 90 80 

2) 요약 정보 및 제목 제공  

 - 표의 구조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제목 셀(<th>), 내용 셀(<td>)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제목 셀과 내용 

셀을 연결하는 scop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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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 제공 시 for 속성 값과 id 속성 값을 일치시켜 제공해야 하며 속성 값 중복해서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연결시킬 텍스트가 없는 경우 input 요소에 title 속성으로 해당 입력 서식을 설명해야 함  

<input type=“text” title=“의료진/질병 검색” … >  

3. 이해의 용이성 

<label for="uid">아이디</label> 

<input type="text" id="uid" > 

<label for="upw">비밀번호</label> 

<input type="password" id="upw" > 

3.4.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 입력도움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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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for="tel1">일반전화</label> 

<input type="text"  id="tel1" title="일반전화 국번"> -  

<input type="text"  id="tel2" title="일반전화 중간 번호"> -  

<input type="text"  id="tel3" title="일반전화 끝 번호"> 

- 다중 서식인 경우 텍스트와 첫번째 입력서식을 레이블로 묶어 주고 나머지 서식에 대해서는  title 속성으로 

입력 서식을 설명해 주어야 함 

3.4 입력도움 

3. 이해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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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게시물 글쓰기, 회원가입 등의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알려줘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위치로 초점이 이동 되도록 해야 함  

3.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3.4 입력도움 

3. 이해의 용이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4. 견고성 

지침(2개) 검사항목(2개)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
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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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낭독기는 마크업 언어을 해석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므로, 최소한 열고 닫음, 중첩 관계, 속성 선언에 오

류가 없어야 함 

구 분 내 용 

태그의 열고 닫음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콘텐츠는 표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정의되어야 한다. 

태그의 중첩 열고 닫는 태그가 나타내는 요소는 포함관계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중복된 속성 
하나의 요소 안에서 마크업 언어의 속성이 중복되어 선언될 경우, 중복된 속성 중 하나

는 무시될 수 있으므로 같은 속성이 중복 선언되지 않도록 제공해야 한다. 

id 속성 값 
하나의 마크업 문서에는 같은 id 값을 가진 요소가 존재해서는 안 되므로, id 값을 중복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4.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1 문법준수 

4. 견고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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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열고 닫기 오류 

태그 중첩 오류 

중복된 속성 

마크업 오류 사례 

4.1 문법준수 

4. 견고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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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Flex, Silverlight 등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보조기술이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기술로 구현해야 하며, 대체 

텍스트, 키보드 사용 등 자체적인 접근성을 지원해야 함. 

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 견고성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접근성 준수방법 



평가 방법 및 기관별 사례 



관리/유지보수자가 알아야 할 요점 

1 
2 
3 

지침의 이해 및 수동점검 가능 

솔루션과 저작도구에 대한 이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평가도구 3가지 

1 
2 
3 

Web developer 

Fire bug 

Open Wax 



평가도구 설치 

70 

http://www.mozilla.or.kr/ko/ 에서 FireFox 최신버전 설치 

http://www.mozilla.or.kr/ko/


평가도구 설치 

71 

1. Fireforx 메뉴 중 - 도구 / 부가기능 선택 

2. 전체 검색에서 3가지 부가기능(Web Developer, Firebug, OpenWAX)을 차례로 설치 

 - Web Developer 설치 



평가도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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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bug 설치 

- OpenWAX 설치 



평가도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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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ox에서 [부가기능] 메뉴 선택 후 3개의 부가기능 정상 설치 결과 



평가도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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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ciellogroup.com/resources/CCA-2.2.zip (windows용) 

http://www.paciellogroup.com/resources/CCAMAC.dmg (Mac용)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명도대비 체크하는 도구 

 
Color Contrast Analyzer 

http://www.paciellogroup.com/resources/CCA-2.2.zip
http://www.paciellogroup.com/resources/CCAMAC.dmg


OpenWAX 주요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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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활용법 



도구 모음에서 해당 아이콘 선택 후 

[현재 페이지 검사] 버튼 실행  

76 

평가도구 활용법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진단 

평가도구 활용법 

77 



웹 페이지에 대한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78 

평가도구 활용법 



온라인 입력서식에 대한 레이블 제공여부 확인 

 ① ID 값과, label for 값이 일치하면 합격, 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류  

 ② ID, label for 값이 없을 경우, title 내용을 확인하여, 입력서식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

을 제공했는지 확인 

79 

평가도구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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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웹 접근성 지침 준수 현황 

양호 미흡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 

의원 
협회, 원,  
병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협회, 원 

캐피탈 

시설관리 
공단 

대학병원 
(종합 
병원) 

사립대학 

제2 
금융권 

공기업, 
준정부 
기관 

국공립 
병원 

국공립 
대학, 
교육원,  
협회 

은행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등 

평가방법 및 기관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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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평가방법 및 기관별 사례 

95.5% 

50% 

지침의 장애유형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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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무 것도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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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무 것도 모르겠다면… 

Alt 확인 

+ 

Tab 쭈욱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슬라이드 번호 29
	슬라이드 번호 30
	슬라이드 번호 31
	슬라이드 번호 32
	슬라이드 번호 33
	슬라이드 번호 34
	슬라이드 번호 35
	슬라이드 번호 36
	슬라이드 번호 37
	슬라이드 번호 38
	슬라이드 번호 39
	슬라이드 번호 40
	슬라이드 번호 41
	슬라이드 번호 42
	슬라이드 번호 43
	슬라이드 번호 44
	슬라이드 번호 45
	슬라이드 번호 46
	슬라이드 번호 47
	슬라이드 번호 48
	슬라이드 번호 49
	슬라이드 번호 50
	슬라이드 번호 51
	슬라이드 번호 52
	슬라이드 번호 53
	슬라이드 번호 54
	슬라이드 번호 55
	슬라이드 번호 56
	슬라이드 번호 57
	슬라이드 번호 58
	슬라이드 번호 59
	슬라이드 번호 60
	슬라이드 번호 61
	슬라이드 번호 62
	슬라이드 번호 63
	슬라이드 번호 64
	슬라이드 번호 65
	슬라이드 번호 66
	슬라이드 번호 67
	슬라이드 번호 68
	슬라이드 번호 69
	평가도구 설치
	평가도구 설치
	평가도구 설치
	평가도구 설치
	평가도구 설치
	슬라이드 번호 75
	슬라이드 번호 76
	슬라이드 번호 77
	슬라이드 번호 78
	슬라이드 번호 79
	슬라이드 번호 80
	슬라이드 번호 81
	슬라이드 번호 82
	슬라이드 번호 83
	슬라이드 번호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