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설명회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장애인·고려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및 개발·평가 방법에    

대한 개발자 대상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차 ‘16. 10. 26(수) / 2차 11.7(월) 14:00~17:00  D.CAMP 6층 다목적실  

                    3차 12.9(금) 10:00~18:00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장(2016 정보접근성 기술 컨퍼런스)

●  참석자 : 모바일 앱 관련 학계, 산업계, 장애인단체 관계자

● 주요내용 

- 정보접근성 준수 관련 정책, 법·제도

-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소개

- 모바일 앱 접근성 개발 및 평가방법 설명

■ 세부일정(안)

시   간 소  요 주요내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14:00~14:20 20’
인사말 및 

정보 접근성 준수 정책과 법제도
미래창조과학부

14:20~15:00 40’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2.0 

 추진경과 및 개요
한국정보화진흥원

15:00~15:15 15’ 휴식

15:15~16:00 45’ 모바일 앱 접근성 평가 및 개발 방법(iOS) 조용규 대표(코노즈)

16:00~16:15 15’ 휴식

16:15~17:00 45’ 모바일 앱 접근성 평가 및 개발 방법(안드로이드) 손학 대표(에스크레인)

✽ 세부일정 및 연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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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장애인, 고령자 등이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추진경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행안부 고시 제정('11.9)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단체표준(TTA) 제정('12.12)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미래부 고시 개정('13.8)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단체표준(TTA) 개정('15.12)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제정('16.10.21)

※ TTA에서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국가표준 제안('16.1)

■ 주요내용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제작시 개발자, 서비스기획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4개 원칙 및 하위 18개 

지침에 관해 규정

4대 원칙 18개 지침

1. 인식의 용이성
① 대체텍스트, ② 자막/수화 등의 제공③ 색에 무관한 인식, ④ 명도 대비, ⑤ 명확한 지시사항, 

⑥ 알림 기능 

2. 운용의 용이성 ⑦ 초점, ⑧ 누르기 동작 지원, ⑨ 응답 시간 조절, ⑩ 정지기능 제공, ⑪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3. 이해의 용이성
⑫ 입력 도움, 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⑭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⑮ 자동 재생 금지, 

⑯ 예측 가능성 

4. 견고성 ⑰ 폰트 관련 기능의 활용, ⑱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  부록으로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고

려한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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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 추진경과 및 개요



붙임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주요내용

4대 원칙 18개 지침

인식의 용이성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3.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4.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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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알림 기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2.1. (초점)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2.2.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 (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4. (정지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5.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3.1. (입력 도움)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3.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3.3.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5. (예측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견고성

4.1. (폰트 관련 기능의 활용)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4.2. (보조기술과의 호환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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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앱 접근성 평가 방법 (iOS) 

1.1 평가 기준 개요 

인식
의  
용이
성 

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5. 명확한 지시 사항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알림 기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운용
의 
용이
성 

1. 초점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2.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해
의  
용이
성 

1. 입력 도움 입력 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3.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예측 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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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견고
성 

1. 폰트 관련 기능의 
활용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도구들 

Screen 
Reader 

VoiceOver 

 
 

Accessibility Inspector 

 

Colour Ratio 
Analysers 

Luminosity Colour Contrast Ratio Analyse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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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Contrast Analyser 
(Off-Line) 

 

Vision  
Test Apps. 

Chromatic Vision Simulator (색각 시뮬레이터) 

 

VisionSim by Braill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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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Validator 

WAVE 
(Chrom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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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구 
IDE: XCode 

 
 
Accessibility In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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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표 별 세부 평가 기준 
본 세부 평가 기준은 문서 “2016년 모바일 앱 접근성 평가 가이드 v2.0.pdf”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인식의 용이성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6.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동등한 수준으로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참고]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작성 지침 (TTAK.KO-10.0772) 

 

지표 명 대체 텍스트 

준수 기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가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 되었는지 확인 

오류 
유형 

1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한 경우. 

2 의미 없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무의미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3 제공되는 대체 텍스트가 비어 있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기능을 보고 적절하게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는 지 
확인. 
• 배경 이미지와 같이 의미 없는 콘텐츠에 대해선 예외 조항으로 함. 

사례 1) 버튼에 이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미지 명을 읽어 줌 
오류 
내용 

“Start now” 버튼을 
이미지 명인 
“btn_start_now”  으로 
읽음 
 
 
 
 
 
 
 
 
 
 

<코노즈 샘플 앱> 

@copyright conoz.com                                                            7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 설명회·9594

 
 
 
 
 
 
 
 
모두 이미지명 btn...으로 
읽어 줌. 

 
<Sn** 앱> 

해결 
방안 

XCode 의 Identity 
Inspector에서 
Accessibility Label과 
Hint를 적어 줌. 

 
 

변경 후  
⇩ 
 

 
<코노즈 샘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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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없는 배경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부여 
오류 
내용 

배경 이미지에 초점이 
가고  
의미 없는 내용을 읽어 
줌 
 
 

 
<코노즈 샘플 앱> 

해결 
방안 

iOS에서는 
기본(Default)으로 
ImageView에 대해선 
Accessibility 가 Off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콘텐츠에 굳이 
Accessibility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체 텍스트가 비어 있는 경우(무의미한 대체 텍스트) 
오
류 
내
용 

포커스가 이동하여 대체 텍스트를 
읽으려 하였으나 그 내용이 비어 
있음. 
 
 

 
       <애플 게임센터> 

해
결 
방
안 

XCode 의 Identity Inspector서 
에Accessibility Label과 Hint를 
적어 주는 것 과 같이 간단히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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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 내 제공되는 모든 음성 정보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수화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2.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서 화면에 문자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별도의 
음성 콘텐츠나 원고를 제공해야 한다. 
3.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재생되고 있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와 동기화 하여 제공 해야 한다. 단,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의 경우는 실시간 자막 또는 수화로 제공할 수 있다. 
4. 음성이나 문자 정보 없이 제공되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는 이를 설명하는 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표 명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준수 기준 •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를 자막, 원고, 수화 등으로 제공하는 지 확인. 
• 영상 콘텐츠에서 화면에 문자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별도의 음성 콘텐츠나 원고를 제공하는 지 확인. 
•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와 동기화 하여 제공되고 있는 지 
확인. 

오류 
유형 

1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 정보나 제목만 제공하는 경우 

3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동등한 음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를 동기화 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를 제대로 동기화 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 확인. 
• 영상 콘텐츠에서 화면에 보이는 의미 있는 문자 정보(예를 들면 간판이나 차량 
번호판 등)의 경우 별도의 음성 콘텐츠나 원고 등을 제공해야 함.  
물론,  무의미한 문자 정보를 다 제공해 줄 필요는 없음. 
• UCC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직접 올리는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는 
예외로 한다. 
단, 사용자가 등록한 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 제공 시 자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또는 자막 생성 수단 등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 함. 
• 음성 없이 의미를 갖는 영상 콘텐츠의 경우 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 
• 페이스타임 등의 영상 통화는 예외로 함.  

사례 1) 자막, 원고, 수화 중 어느 것도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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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 대햐여 
자막, 원고, 수화 중 어느 것도 
제공하지 않음. 
 

 
< **K 드라마 다시보기> 
 

 
<Sn** 사용법 동영상> 

해결 
방안 

해당 영상 콘텐츠에 맞는 적절한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 
 
AVFoundation, AVPlayer 의 
closedCaptionDisplayEnabled, 
textStyleRules 등의 Attribute로 
자막 기능의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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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정보 만을 제공하는 경우 
오류 
내용 

처음엔 아무 정보도 없으며 정보(i) 
버튼을 누르면 요약 정보 만을 제공하고 
있음. 
 

 
<**K 앱> 

해결 
방안 

요약 정보가 아닌 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함. 

 
3) 화면에 텍스트만 제공하고 음성이나 자막 등 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오류 
내용 

제공되는 영상에 텍스트를 
보여주나 자막, 원고, 수화, 음성 중 
어느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시집  앱> 

해결 
방안 

음성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관련 
자막, 원고, 수화 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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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면과 맞지 않는 원고를 제공하는 경우 
오류 
내용 

화면의 뉴스 내용과 다른 이전 뉴스 
내용이 보이며 내용에 따라 원고가 
바뀌지 않음. 
 

 
<JT** 뉴스 앱> 

해결 
방안 

콘텐츠에 따라 원고의 내용이 바뀌도록 
변경 
 
또는,  
 
적절한 자막을 제공. 
AVFoundation, AVPlayer 의 
closedCaptionDisplayEnabled, 
textStyleRules 등의 Attribute로 자막 
기능의 제어 
 
iOS 3.0 이상부터는 HTT Live 
Streaming client를 지원하며 WebVTT 
자막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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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 및 고 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지표 명 색에 무관한 인식 

준수 기준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지 확인. 

오류 
유형 

1 색상 만으로 내용을 구분하거나 인식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가 있는 경우 
(그래프, 차트, 지도 필수 입력 항목 등)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그래프의 경우 그와 동일한 내용을 함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 1) 색상으로만 내용을 표시 
오류 
내용 

건강 통계 정보를 
텍스트 없이 색으로만 
구분하여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움. 
 
  

 
<통계앱을 색각시뮬레이터 앱으로 본 

해결 
방안 

색상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텍스트 
등의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야 
함. 
 
명도 대비 조절 및 관련 대체 
텍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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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색과 그래프이 색 변경 및 
텍스트 데이터 제공. 

화면> 

 
<건강앱을 색각시뮬레이터 앱으로 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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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 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1.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명도 대비를 3:1 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표 명 명도 대비 

준수 기준 화면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 전경색과 배경색의 최소 대비가 3:1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 전경색과 배경색의 최소 대비가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명도가 낮은 텍스트에 그림자 효과를 주어 글자 색과 그림자 색상의 대비가 3:1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 
• 초점(focus) 받았을 때 변경되는(roll over) 콘텐츠나 글자색 또는 배경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명도 대비가 높은 상태/영역을 기준으로 측정. 
• 그라데이션의 경우 명도대비 차이가 높은 영역을 기준으로 측정. 

사례 1) 전경색과 배경색의 대비가 3:1 미만인 경우 
오류 
내용 

“Study 2.0” 버튼의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대비가 1.72:1 임. 
 
 

 
<코노즈 샘플앱> 

해결 
방안 

“Study 2.0” 버튼의 배경색을 주어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대비가 
3:1 이상이 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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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앱의 명도 대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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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명확한 지시 사항)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 될 수 있어야 한다. 
1.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가리키거나 지시 사항을 전달 하는 
콘텐츠의 경우 가리키고자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의 실제 명칭이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하나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2.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지시 
사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 명 명확한 지시 사항 [사용성] 

준수 기준 주요 사용자 컴포넌트들에 대해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지를 
판단함.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성 측면이 강조되는 내용임. 

오류 
유형 

1 지시 사항을 특정 감각에 의존하여 제공한 경우(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 

2 별도의 안내 없이 특수문자 등으로 필수입력 항목 등의 정보를 지시하는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지시 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 1) 로그인 버튼 등이 명시 되지 않음 
오
류 
내
용 

로그인 버튼을 찾을 수 없음. 
“로그인 해주세요” 를 터치해야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가능 
 
 

 
<J*** 뉴스 앱> 

해
결 
방
안 

“로그인 해 주세요" 문구와 별도로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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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튼의 모양만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전달 
오류 
내용 

“꾸미기", “앨범", “공유" 버튼을 
모양으로만 정보  전달 
 
 

 
<Sn** 앱> 

해결 
방안 

모양과 함께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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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알림 기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중요한 알림 정보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2. 알림 정보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표 명 알림 기능 

준수 기준 중요한 알림 정보에 대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 알림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iOS 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통해 알림 정보를 화면 표시, 소리, 진동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중요한 알림 정보는 최소 2개 이상의 감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함. 

사례 1) 중요 알림 정보를 시각적 방법으로만 제공 
오류 
내용 

영상 콘텐츠 재생 중 “계속 
재생을 위해 웹 사이트로 
이동해야 되다"는 내용을 
팝업 창으로 시각적 
정보로만 제공 
 
 

 

해결 
방안 

시각 외에 청각이나 촉각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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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앱 샘플 재생 종료 후 팝업> 
 
2) iOS 의 알람 기능을 통한 정보 제공은 예외. 
오류 
내용 

앱 설치 후 중요 알림을 
시각적으로만 제공 

<VisionSim 최초 실행 화면> 

해결 
방안 

iOS 에서 제공되는 알람 
컴포넌트를 사용한 경우 예외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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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용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7.1. (초점)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 되어야 한다. 
1. 초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해야 한다. 
2. 초점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표시되는 초점의 영역은 콘텐츠의 위치와 크기가 맞도록 제공해야 한다. 

 

지표 명 초점 

준수 기준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 초점(focus)이 적절한 
영역에 표시되어 접근하고,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 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 초점이 적용되지 않거나 의미 없는 콘텐츠에 초점이 적용된 경우 

2 표시되는 영역에 초점이 가지 않는 경우 

3 초점의 이동 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일관성 없이 이동 되는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배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객체나 색이미지에 초점이 적용되거나 구분선 등 의미 
없는 콘텐츠에 초점이 적용되는 경우 7-1 오류 
• 모바일 스크린리더에서 인식은 가능하나 시각적으로 초점을 확인할 수 없거나 
테두리, 하이라이트가 객체의 위치와 상관없는 위치에 적용된 경우 7-2 오류 
• 초점의 순서는 단순히 상,하,좌,우의 순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순서를 중심으로 7-3 오류 판단 
ex) 기획자의 의도가 반영된 초점이동은 오류로 잡지 않음 
(상단>하단 주메뉴> 본문 이동으로 내비게이션을 우선시한 초점이동 등) 
• Voice over의 경우 토글(열림/닫음) 선택 시 두 번 눌리는 버그로 인해 열렸다 
닫히는 현상 등 운영체제 이슈 발생 시 예외 
• 기본적으로 임의 탐색 또는 순차적 이동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 가능할 경우 초점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 

사례 1) 불필요한 초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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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초점이 불필요한 곳인 배경 이미지에 
초점이 이동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곳으로 포커스 
이동 

 
<코노즈 샘플 앱> 

 
<J*** 뉴스룸 앱> 

해결 
방안 

Identity Inspector 의 Accessibility 
Enable의 체크 박스 해제.  
 

 
<XCod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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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영역에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 
오류 
내용 

좌측 상단 버튼을 눌러 
숨겨진 좌측 슬라이딩 
메뉴(햄버거 메뉴)가 
열렸으나 슬라이딩 메뉴로 
초점 이동이 되지 않음 
 
 
 

 
<**K 앱의 슬라이딩 윈도우 메뉴> 

 
 

해결 
방안 

슬라이딩 윈도우가 닫혔을 
경우엔 Acceessibility 를 
disable로 하고 열렸을 
경우엔 enable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Focus 가 
enable/disable 을 처리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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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점의 이동이 일관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음. 
오류 
내용 

비교적 잘 된 편이나 초점의 이동이 
일관성 없이 움직임. 
슬라이딩 메뉴의 초점이 1번에서 
처음에는 2번으로 이동하나 이후엔 
1번에서 이동은 3번으로 이동함.  
 
 

 
<G** 메일 앱의 슬라이딩 메뉴> 

해결 
방안 

초점의 이동 순서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래밍으로 논리적 오류를 
수정함. 
 
동적으로 초점의 순서를 바꾸도록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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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 , 팬 (Pan),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 작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지표 명 누르기 동작 지원 

준수 기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 , 팬 
(Pan),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오류 
유형 

1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복잡한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스와이프(Swipe) 는 예외로 한다는 점에 주의. 
•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 복잡한 동작의 경우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누르기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 
• 게임 등의 콘텐츠는 예외 

사례 1) 드래그 기능만 제공 
오류 
내용 

스토리를 보기 위해 드래그(특정 
위치 스와이프) 기능만 제공 
 
 

 
<Sn** 앱의 특정 위치 이동> 

해결 
방안 

다른 앱 처럼 슬라이딩 메뉴를 
제공할 경우 드래그 뿐 아니라 
버튼 기능을 직관적인 
위치(가능하면 좌측 상단)에 
추가하여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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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시간 연장 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1항의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비고] 불가피한 경우 : 보안, 게임 등 

 

지표 명 응답 시간 조절 

준수 기준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응답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시간이나 안내가 부적절하게 제공된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 제한 연장 또는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임을 미리 알려 주고 제한 시간 종료 시 이를 
안내해주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 평가 용 콘텐츠 등과 같이 콘텐츠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인정되나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알려주어야 함. 

사례 1) 시간 연장 방법이 없음. 
오류 
내용 

회원 가입 시 휴대폰 번호 
인증을 위한 인증 번호 발송 후 
시간 연장 방법이 없음 
 
 

 
<Sam**** 카드 앱 회원 가입> 

해결 
방안 

시간 연장 버튼을 제공하거나 
보안 상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 입력 시간 안내 및 시간을 
연장 할 수 없다는 텍스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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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에는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일시 정지, 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명 정지 기능 제공 

준수 기준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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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정지, 이전, 다음을 반드시 버튼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변경되는 콘텐츠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 1) 자동 재생되는 콘텐츠이나 이동, 정지 등의 기능 미제공 
오류 
내용 

앱의 사용법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영상 콘텐츠로 자동 
재생되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Sn** 앱 사용방법 영상> 

해결 
방안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일시 
정지, 정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함. 

 

@copyright conoz.com                                                            2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 설명회·117116

2) 배경 자동 변경 
오류 
내용 

카드 앱의 처음 로그인 
화면에서  
배경 이미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나  
이를 제어할 방법이나 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Sam**** 카드 앱 로그인 화면> 

해결 
방안 

“배경 자동 변경 정지" 와 같은 
버튼을 배치 하며 가능하면 
포커스가 가장 먼저 갈 수 
있도록 좌측 상단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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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컨트롤 간에 외곽선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트롤 간의 중심간 간격을 충분히 제 공해야 한다. 
[비고]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같이 운영체제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모바일 기기의 화면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의 가로와 세로 크기는 각각 9mm 이상 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표 명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준수 기준 터치 동작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 간 터치 간격을 유지하고, 컨트롤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 9mm 이상으로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 컨트롤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9mm 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컨트롤의 크기는 화면 크기에 관계 없이 가로와 세로 크기를 각각 9mm 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최소 5인치 이상의 대화면 기준으로 측정하여 평가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같이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의 경우 예외로 한다(예. 쿼티입력 등) 

사례 1) 재생 위치 조절 버튼이 너무 작음 
오류 
내용 

재생 위치 조절 과 화면 확대 버튼이 
너무 작아 선택하기 어려움. 
 
 

 
<J*** 뉴스 룸 앱> 

해결 
방안 

재생 위치 조절 버튼의 높이와 전체 
화면 등의 버튼 크기를 2배 이상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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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8.1. (입력 도움) 입력 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해야 한다. 
1. 입력 서식에는 용도와 목적을 알 수 있는 대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별도의 입력 방식이 있는 입력 서식에는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력 내용에 대한 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사용자 입력 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당 오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4. 입력 서식의 오류 내용을 수정하기 용이하도록 오류가 발생된 지점으로 초점을 이동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표 명 입력 도움 

준수 기준 입력 서식의 용도와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입력 정보 제목, 도움말 등을 제공하고, 
입력 오류 를 방지 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 입력 서식에 대한 입력 정보 제목, 도움말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된 
경우 

2 입력 오류에 대한 알림 및 정정 방법이 제공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된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입력창 안에 도움말을 제공했지만 VoiceOver 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초기 입력 값으로 입력 도움말을 대체한 경우 값을 입력하고 나면 그 내용이 
사라져 추후 입력 도움말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 권장 

사례  
 
 
 
 
 
 
 
 
 
 

⇒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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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 오류 시 오류 사항을 읽어 주지 않음 
오류 
내용 

회원 가입 시 이메일이 오류가 있으나 
팝업으로만 제공하고 VoiceOver가 
읽어 주지 않음. 
 
팝업 버튼을 닫은 후엔 이메일 입력 
란으로 이동하지 않음. 

 
<카** 회원 가입> 

해결 
방안 

초점이 팝업으로 이동하여 
VoiceOver가  읽어 줄 수 있도록 
수정. 
 
팝업을 닫은 후엔 초점이 해당 위치로 
이동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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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1.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들의 배치는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애플리케이션 내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은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표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준수 기준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들은 일관성 있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오류 
유형 

1 사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순서나 패턴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iOS 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사용자가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지 또는 앱 내에서 일관성 있게 콘텐츠의 배치를 
제공한 경우 준수 한 것으로 인정 

사례 1) 동일 앱에서 토클 메뉴가 다름 
오류 
내용 

동일한 앱 내에서 
카테고리의 토글 메뉴(우측 
상단)와  
설정의 알림 토클의 모양이 
서로 다름. 
 
 

 
<에** 가격 비교앱 카테고리 토클> 

 
 

해결 
방안 

카테고리의 토글 메뉴와 설정의 
알림 토글의 컴포넌트를 
동일하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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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정에서 광고알림, 정보알림 

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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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 화면 상에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 당 3 ~ 50 회의 주기는 피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깜빡임을 제공하는 콘텐츠는 사전에 알리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명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준수 기준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전에 
알리고 회피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1 사전 경고 및 회피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깜빡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깜빡임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 
• 동영상 콘텐츠도 검사 대상 

사례 1) 로딩 애니메이션의 깜빡거림 
오류 
내용 

홈쇼핑 앱의 초기 로딩에서 
애니메이션이 5초 이상 깜빡거림. 
인터넷이 느리면 시간이 더 늘어남. 

 
 

 

  
 
 

<롯* 홈쇼핑의 초기 로딩 화면> 

해결 
방안 

로딩 애니메이션을 단순하게 변경. 
부득이한 경우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반드시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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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 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 음은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3초 미만의 배경 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2. 배경 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 정지, 음량 조절 등과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명 자동 재생 금지 

준수 기준 배경 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 정지, 음량 조절 등과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함. 

오류 
유형 

1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 
•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이지만 제어 수단이 페이지의 
가장 
첫 부분에 제공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 1) 영상 및 음성 자동 재생 
오류 
내용 

앱 시작과 동시에 
영상과 음성이 
자동 재생 됨. 
 
 

 
<타* 앱> 

해결 
방안 

자동 재생되지 
않도록 막고 
사용자가 
선택해서 재생을 
시작하도록 함. 
재생을 시작 후엔 
정지, 음 소거 
등의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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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자동 재생 
오류 
내용 

앱 시작과 동시에 
음악이 자동 
재생되며 바로 
음악을 멈출 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코코** 앱> 

해결 
방안 

자동 재생되지 
않도록 막고 
사용자가 선택해서 
재생을 시작하도록 
함. 재생을 시작 후엔 
정지 등의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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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예측 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화면이 전환되거나 팝업과 같은 이벤트가 실행되는 경우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 및 전환되는 경우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야 한다. 

 

지표 명 예측 가능성 [사용성] 

준수 기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앱, 화면 등의 전환 및 이벤트 실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오류 
유형 

1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화면 전환, 앱 전환, 이벤트 실행 등을 알리지 않는 경우 

2 다른 페이지, 앱 등으로 이동하는 안내가 부적절한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다른 앱으로 이동하거나 팝업 등의 화면 전환이 일어 나는 경우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사례 1) 다른 앱이 실행 되는 것을 알리지 않음 
오류 
내용 

영상 재생 후 알림 팝업이 
떴으나  
확인을 누른 후 
사파리(인터넷) 앱이 실행 
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이동 함. 
 
 

 
<**K 앱> 

해결 
방안 

팝업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앱이 종료 되고 
사파리와 같은 다른 앱이 
실행된다는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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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고성 
견고성은 사용자가 기술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9.1. (폰트 관련 기능의 활용)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1. 텍스트 콘텐츠는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폰트 크기 조절 시 화면 레이아웃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 폰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표 명 범용 폰트 이용 

준수 기준 운영체제 설정에서 폰트 속성 변경 시 앱 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1 가독이 어려운 부적절한 폰트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폰트 종류나 크기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제공된 텍스트가 폰트로 인해 Accessibility 관련 기능을 정확히 제공하는 지 확인 
• 제공된 텍스트가 확대 축소가 잘 되는 지 확인 
• General(일반) > Accessibility(손쉬운 사용) > Larger text(더 큰 텍스트) 로 확인 

잘된 
 

사례 

1) 커스텀 폰트가 잘 적용되는 경우 
내용 커스텀 폰트임에도 폰트의 

확대 축소가 제대로 동작함. 

 
<폰트 샘플 앱> 

 

 
<폰트 크기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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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득이하게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운영체제에 서 
제공하는 보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본 컴포넌트를 원래의 기능과 다른 기능으로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컨트롤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표 명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준수 기준 변경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중 VoiceOver 등과 같은 Accessibility 관련 
기능이 제대로 구현 되는 지 확인. 

오류 
유형 

1 운영체제의 보조 기술 및 접근성 기능을 사용하거나 중지 시, 앱이 초기화되는 경우 

세부 기준 
(주의 사항) 

• 해당 객체나 요소의 용도나 상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버튼, 링크와 같은 개체의 용도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오류 

사례 1) 기본 사용자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아 초점 이동이 안됨. 
오류 
내용 

앱 실행 최초 화면에서 
다른 앱들과 다르게 
슬라이딩 토글에 초점이 
이동되지 않음 
 
 

 
<앱 초기 실행 화면> 

해결 
방안 

슬라이딩 토글에 초점이 
이동되도록 해야함. 
  
Custom User 
Component 일 경우 
UIAccessibility 상속 
등을 통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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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근성의 사용자 평가 권고 
접근성 사용자 평가는 장애인 등 당사자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실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이용해보고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전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고령자 등의 다양한 접근성 사용자 유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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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앱 접근성 개발 방법 (iOS) 

1.1 개발 방법 개요 
  iOS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서의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개발 방법을 소개합니다. IDE는 
XCode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프로그래밍 언어는 Objective-C와 Swift 를 혼용하여 설명합니다. iOS 
에서 Accessibility 를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자는 Accessibility API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1.1.1 Accessibility API의 이해  

● UI Accessibility Components 
다음의 Accessibility 관련 Protocol 들은 Objective-C 와 Swift 를 모두 지원합니다. 
 
UIAccessibility Protocol 
UIAccessibility 로 구현된 요소들은 접근 가능한 지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고 사용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준 UIKit 컨트롤과 뷰 들은 기본적으로 UIAccessibility가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UIAccessibilityContainer Protocol 
UIView의 서브클래스가 그 안에 있는 일부 혹은 모든 객체들을 분리된 요소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하나의 View안에 포함된 객체가 UIView의 서브클래스가 아니어서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UIView의 Subclass들이 VoiceOver와 같은 보조 
프로그램들에게 적절한 접근성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메소드들을 제공합니다. 
 
UIAccessibilityElement Class 
UIAccessibilityContainer protocol을 통해 반환될 수 있는 객체입니다. UIView를 상속받지 않았거나 
소멸된 객체와 같이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아이템을 표현하기 위한 UIAccessibilityElement 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정보를 캡슐화 합니다. 
 
UIAccessibilityConstants.h header file 
이 헤더 파일은 accessibility 요소들이 보여지는 동작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상수를 정의합니다 
 

● Attributes 
iOS 에 UI Accessibility 는 다섯 가지 특성(Attribute)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Label 짧게 해당 언어로 Controller나 View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각 요소의 종류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각 요소의 이름을 말해줄 때 용이합니다. 
 예) 재생, 추가 등 
Traits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하나 이상의 행위에 대한 상태, 행위, 사용법 등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 Keyboard Key 와 Selected 의 조합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Hint 각 요소에 따른 결과를 알려줄 때 유용합니다. 예) 쇼핑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Frame  화면의 좌표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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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각 요소의 현재 값을 말해줍니다. 

1.2 지표별 개발 방법 
1.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Interface Builder (Storyboard Designer) 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 UIAccessibility 의 관련 API를 통해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UIAccessibility 
Protocol 을 상속받은 View Class 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nterface Builder(StoryBoard) 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방법 
Identity Inspector 에서 Accessbility 관련 Attribute 을 설정할 수 있다.  

 
 
UIAccessibility API의 setter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 

속성명 설명 

IsAccessibilityElement Accessibility 기능의 On/Off. 
Custom UI Component 에선 NO로 되어 있으니 습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AccessibilityLabel 레이블 

AccessibilityHint 힌트 

 
예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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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Accessibility Protocol을 상속받은 View Class에서 구현 방법 
UIAccessibility Protocol 을 상속받으면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Override 할 수 있습니다. 

 
 

● Badge 대체 텍스트 처리 하기 

 
accessibilityLabel 속성에 값을 부여해 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lf.badgeAccessibilityView.accessibilityLabel = [NSString stringWithFormat:@"%d 
Notifications", badg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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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WebVTT 표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OS 3.0 이상부터는 HTT Live Streaming clien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ebVTT 자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VFoundation, AVPlayer 의  closedCaptionDisplayEnabled, textStyleRules 등의 Attribute로 자막 
기능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iOS 기기들은 자막 비디오 기능을 지원합니다. iOS7은 사용자가 자막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과 
앱이 재생 중 자막을 보여 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iOS7에서 AVFoundation 을 사용한 앱 들은 
API를 통해 재생 중 자막을 보여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동적으로 보여줄 자막을 지원하는 
비디오가 재생될 때 iOS7 부터는 자막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Working with HTTP Live Streaming 
(https://developer.apple.com/library/content/documentation/AudioVideo/Conceptual/MediaPlayback
Guide/Contents/Resources/en.lproj/HTTPLiveStreaming/HTTPLiveStreaming.html#//apple_ref/doc/
uid/TP40016757-CH11-SW3) 
 
3. 색에 무관한 인식 
한 가지 이상의 shape, color, style, positioning, text label 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색 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면 안되며 색과 함께 관련 텍스트를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 방법입니다. 
배포 전에는 Chromatic Vision Simulator (색각 시뮬레이터) 또는 VisionSim by Braille Institute 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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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도 대비 
포토샵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명도 대비를 확인하면서 합니다. 
포토샵에서 명도 대비를 확인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vert designs to grayscale by going to  
“Select View” → “Image” → “Adjustments” → “Grayscale.” 
 
Simulate color blindness conditions by going to  
“Select View” → “Proof Setup” → “Color Blindness”  
and choosing protanopia type or deuteranopia type.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A (오프라인) 

 
 
WebAIM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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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확한 지시 사항 
명확한 지시 사항은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관습적인 기호나 콤포넌트에 대해선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화살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기호나 체크박스, 네이티브 버튼 객체  등은 예외로 
합니다다. 특히 iOS 의 뒤로 버튼 등의 네이티브 사용자 콤포넌트는 별도의 설명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커스텀 사용자 컴포넌트나 이미지, 기호 등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 대체 텍스트 (본 문서의 “대체 텍스트” 참조) 
- 도움말(Walkthroughs, Coach Marks) 
- 팝 오버 
등의 수단으로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는 UI 설계 패턴과 매우 밀접합니다. 
 
도움말 (Walkthroughs, Coach Marks) 
이 방법은 처음 사용자에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Walkthroughs 는 처음 사용자를 위한 상세한 도움말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Coach Marks 는 처음 사용자를 위한 간단한 도움말 패턴을 말합니다. 
 
Walkthroughs  
제공을 위한 이니셜 Walkthroughs 나 튜토리얼(tutorial)은 단순 콘텐츠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독립된 페이지나 동영상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관련 기술: UIPageControl , UIPageViewController, UIScrollVie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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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 Marks 
초기 애플리케이션 실행시에만 보여지고 이후에는 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련 기술: UILabel 등 
* 주요 기본 사용자 컴포넌트이므로 예제 코드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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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오버(Popovers) 
팝오버를 통해 현재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명확한 지시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팝오버의 구현을 위해선 팝업 창,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반투명 검은 배경색 처리, Notification 
등을 통해 구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술: UIPopoverController, UILabel 등 Overlay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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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림 기능 
알림 기능은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iOS 에서도 local notification 이 
지원되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ILocalNotificaton 

 

 
 
Vibrate 

 AudioServicesPlayAlertSound(kSystemSoundID_Vibrate); 
또는 
 AudioServicesPlaySystemSound(kSystemSoundID_Vi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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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점 
VoiceOver와 같은 보조 기술에서 초점은 좌표 값 순서로 읽혀집니다. 따라서 UI 요소를 배치 할 경우 
그 위치를 주의 해야 합니다. 
 
관련 API 
UIAccessibilityFocus 
VoiceOver와 같은 보조 기술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Focus에 대한 세가지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제공해서 Focus에 대한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핸들러1. accessibilityElementDidBecomeFocused 
초점이 들어 왔을 때 발생한다. 
-(void)accessibilityElementDidBecomeFocused 
 
핸들러2. accessibilityElementDidLoseFocus 
VoiceOver와 같은 보조 기술(프로그램)이 가상 초점을 제거한 후에 발생합니다. 
- (void)accessibilityElementDidLoseFocus 
 
핸들러3. accessibilityElementIsFocused 
VoiceOver와 같은 보조 기술이 초점을 가져 왔는 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 (BOOL)accessibilityElementIsFocused 
 
 
UIAccessibilityFocus Protocol Reference 
UIAccessibilityFocus 비공식 프로토콜은 음성과 같은 보조 기술의 접근 요소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음성 및 기타 보조 기술은 요소에 가상 초점을 넣어 
사용자가 활성화하지 않고 요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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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제어 하기 
UITextField  
resignFirstResponder 는 키보드 포커스를 제거합니다. 
becomeFirstResponder는 첫 포커스를 가지도록 합니다. 
 
UIAccessibilityPostNotification **  
일반적 포커스 지정: 완벽하진 않습니다. 
UIAccessibilityPostNotification(UIAccessibilityLayoutChangedNotification, firstBottom); 
UIAccessibilityTraitUpdatesFrequently 

UIAccessibilityPostNotification(UIAccessibilityScreenChangedNotification, self.goButton); 
 
 
 
탭바 컨트롤러에서의 초점 제어 
self.tabBarController.selectedIndex = 1; 
또는 
[self.tabBarController setSelected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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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르기 동작의 지원 
방법1. UIController 를 통한 지원 

Button ... 
방법2. 사용자 동작 Event를 통한 지원 

Touch, Swipe ... 
 
이들 방법 이외에도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해주면 됩니다. 
 
 
 
 
9. 응답 시간 조절 
iOS 에선 시간 제한을 주는 방법은 타이머를 이용하거나 Thread 를 통한 핸들러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머 

 

이와 같은 경우 시간 연장을 통해 couter 수를 조절 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핸들러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메소드나 알로리즘을 구현하여 Button 이벤트와 연결시킵니다. 
https://developer.apple.com/library/mac/documentation/Cocoa/Conceptual/Multithreading/Introducti
on/Introdu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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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지 기능 제공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재생, 일시 정지, 정지 등의 컨트롤을 제공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컨트롤이나 이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영상 

 
 
애니메이션: 

 

 
 
관련 기술: UIButton, UIImageVie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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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1 mm 은 3.779528 px이며 1 px 은 0.264583 mm 이다. 따라서 UI 컴포넌트를 만들 때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34px 이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12. 입력 도움 
iOS 에선 Placeholder 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클래스를 상속받아 커스터마이징 
해주어야 합니다. 
 
UITextView 에서의 Place Holder 예제 
UITextViewDelegate method를 커스터마이징합니다. 

 

 
 
오류를 체크하여 관련 컴포넌트로 이동하기 위해 becomeFirstResponder 나 resignFirstResponder 
등의 메소드를 이용하여 초점의 이동을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초점 이동 
항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 기술: 초점 이동(초점 항목 참조), Placehold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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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앞서서 디자인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일관성 있는 UI로 가이드라인 작성한다. 
Interface builder를 이용하거나 순수 코딩으로 개발할 때 컨트롤의 위치와 방법이 동일하도록 한다. 
 
 
 
 
 
 
14.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주로 애니메이션으로 깜박거림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20~333ms 의 전환 시간은 피해서 
구현하는 것이 좋으며 애니메이션의 시작 전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을 제어 수단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구현은 구현 시점에 프로그래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pyright conoz.com                                                            5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 설명회·145144

15.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 음을 사용 하고자 한다면 3초 이하의 배경음을 사용하도록 개발합니다. 
배경 음을 멈추거나 일시 정지, 음량 조절을 할 수 있는 MPMoviePlayerViewController를 이용한 
기본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기술: MPMoviePlayerViewController 
 
 
 
 
 
 
16. 예측 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Alert 나 Popover, 화면 전환 등을 구현할 경우 IF 문이나 SWITCH 문 등의 
제어 문을 통한 분기 처리나 터치 이벤트 등의 사용자 이벤트를 통해 연동 시킵니다. 또한 가능하면 
화면 전환이나 팝업이 발생할 것이란 정보를 대체 텍스트나 화면 상의 텍스트 정보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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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폰트 관련 기능의 활용 
iOS 내의 폰트가 아닌 외부 폰트를 사용할 경우 다양안 언어를 지원하는 지, 많은 사용자에게 검증을 
받은 폰트인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18.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Native UI Component에는 UIWindow, UILabel, UIPickerView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웹 페이지를 
내장하는 페이지를 만들 경우에는 UIWebView를 통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 커스텀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사용할 경우 UIAccessibilityContainer protocol을 상속 받아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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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OS 10 Accessibility New Features 
1. 손쉬운 잠금 화면 해제  
핸드폰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 만으로도 잠금 화면의 해제가 가능해 졌다. 
 
 
2. Visual Voicemail (추후 제공) 
이 기능은 청각 장애자나 난청 이 있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직 베타 단계이므로 
완벽하게 기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표현될 것입니다. Phone 
>Voicemail app 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술 될 수 있습니다. 단, 네트워크 사업자가 Voicemail을 
지원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Visual Voicemail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App을 탭한 다음 '음성 사서함' 탭을 탭합니다.  

2. '지금 설정'을 탭합니다. 

 

3. 음성 사서함 암호를 생성한 다음 '완료'를 탭합니다. 

4.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하여 확인한 다음 '완료'를 탭합니다.  

5. '사용자화' 또는 '기본'을 선택합니다. '사용자화'를 선택하면 새로운 인사말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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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를 탭 합니다.  

7. 다음과 같이 기존 음성 사서함을 전송합니다. 

8. '전화' App을 탭한 다음 '음성 사서함' 탭을 탭합니다. 

9. '지금 설정'을 탭합니다. 

10.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를 탭합니다.  

11. 사용자화된 인사말을 녹음하거나 기본 인사말을 사용한 다음 '저장'을 탭합니다.  

음성 사서함 암호를 잊어버리는 경우 iPhone에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네트워크 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SIM 카드를 삽입하면 iPhone에 저장한 
음성 사서함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애플 코리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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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gnifier (확대기) 
iOS 10의 가장 흥미로운 기능 중 하나 입니다. 저시력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대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홈 버튼 위에서 세 번 클릭하면 확대기가 실행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설정을 엽니다. 
2. 일반 > 손쉬운 사용 
3. 확대기 선택 
4. 확대기 및 자동 밝기 선택 
5. 홈 버튼 세번 클릭 
 

 

 
 
  

@copyright conoz.com                                                            6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 설명회·149148

4. Color Filters 
(주의) 아이폰 5, 5s 에선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정 App에서 색상 필터 켜기 
'설정' > '일반' > '손쉬운 사용' > '디스플레이 조절'로 이동하여 '색상 필터'를 선택합니다. 
색상 필터를 켜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미리 설정 필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흑백음영 
● 적색맹용 빨간색/녹색 
● 녹색맹용 녹색/빨간색 
● 청황 색맹용 파란색/노란색 

사용자가 본인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가지 색상 공간 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쓸어넘겨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필터를 찾습니다. 
 

 
이 예는 빨간색으로 시작하여 노란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갈색까지(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무지개 
색상의 연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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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는 3가지 색상 강도 열을 표시합니다. 
  

 
이 예는 색맹을 위한 가변 색상 배경에 수직선을 표시합니다. 전체 선을 표시하는 필터를 
선택합니다.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사용하여 색상 필터 켜기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사용하여 색상 필터를 켜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설정' > '일반' > '손쉬운 사용' > '손쉬운 사용 단축키'로 이동하여 '색상 필터'를 선택합니다. 색상 
필터를 설정하면 장비에 있는 홈 버튼을 세 번 클릭하여 색상 필터를 빠르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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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강도 조절하기 
색상 필터의 강도는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일반' > '손쉬운 사용' > '디스플레이 
조절'로 이동한 후 강도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필터를 더 강하게 또는 덜 강하게 사용자 화합니다. 
색조 조절하기 
색상 또는 조명에 민감한 경우 디스플레이의 색상 색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iPhone, 
iPad 또는 iPod touch의 전체 디스플레이 색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애플 코리아 자료 
 
5. Software TTY: 
애플은 청각 장애자의 TTY 하드웨어 장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제 iOS 10에선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드웨어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는 non-TTY 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앱은 또한 TTY-specific QuickType 예측 기능을 지원합니다. 
 
6. One-swipe to clear notifications: 
한번의 스와이프로 알림을 간단히 제거 할 수 있습니다. 
 
7. Object and face recognition added to Photos: 
이제 iOS의 사진은 '딥 러닝'기술이 적용된 '얼굴 인식' 기능으로 모든 사진을 구분하며 강력한 지도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소개된 새로운 기능은 '메모리(Memory)' 입니다. '메모리'는 Siri 의 인공 
지능과 결합하여 더욱 똑똑해진 사진 앱이 촬영된 사진을 물체와 배경, 장면, 얼굴, 장소 등을 
구별하여 저장해 두는데 이렇게 구분된, 지나간 사진들의 데이터를 정리하여 사진 및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8. Siri can be accessed by developers: 
Siri 는 개발자가 앱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보이스 컨트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9. Messages 
'메시지'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 New widget 
잠금 화면에서 어떤 동작 이전에 빠르게  정보를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젯을 보기 위해 간단히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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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10 Accessibility Bugs 

메시지를 연 후에 메일 앱에서 점자 기능을 사용할 때 이메일의 각 라인의 처음에서 메세지를 누가 
보냈는 지가 보인다. 이것은 메시지 본문 뿐 아니라 메시지 헤더 정보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쓰레드에 의해 정렬시켰을 때 각 라인은 쓰레드의 메시지 번호와 함께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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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자 : 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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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접근성 평가 및 개발방법 
( 안드로이드 )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에 따른 평가 및 개발방법 설명회 

 

1.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개요 
 
2. 평가방법 
  
 1) 검사 항목별 배점 
 2) 검사 항목별 평가방법 
 3) 지침별 준수기준, 오류유형, 세부기준  
 
3. 개발방법 
 
4. 진단 및 점검도구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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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원칙 항목  주요내용 

1. 인식의 용이성 
( 6 )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3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4 명도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1.5 명확한 지시사항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6 알림 기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운용의 용이성 
( 5 ) 

2.1. 초점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2.2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 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4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5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2.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원칙 항목  주요내용 

3. 이해의 용이성 
( 5 ) 

3.1 입력도움 
입력 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3.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3.3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5 예측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견고성 
( 2 ) 

4.1 범용 폰트 이용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4.2 보조기술과의 보완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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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항목 

항목 배점 항목 배점 

1. 인식의 용이성 46 

1.1 대체 텍스트 15 

1.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8 

1.3 색에 무관한 인식 5 

1.4 명도대비 5 

1.5 명확한 지시사항 5 

1.6 알림 기능 8 

2. 운용의 용이성 38 

2.1. 초점 15 

2.2 누르기 동작 지원 5 

2.3 응답시간 조절 5 

2.4 정지 기능 제공 5 

2.5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8 

3. 이해의 용이성 14 

3.1 입력도움 6 

3.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2 

3.3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2 

3.4 자동재생 금지 2 

3.5 예측가능성  2 

4. 견고성 2 4.1 범용 폰트 이용 2 

총점 100 100 

2. 평가방법 – 검사 항목별 배점 

 

원칙 항목 평가제외 평가방법 

1. 인식의 용이성 

1.1 대체 텍스트 화면낭독 프로그램 

1.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육안 

1.3 색에 무관한 인식 육안 

1.4 명도대비 CCA도구 

1.5 명확한 지시사항 육안 

1.6 알림 기능 육안/청각 

2. 운용의 용이성 

2.1. 초점 화면낭독 프로그램 

2.2 누르기 동작 지원 화면낭독 프로그램 

2.3 응답시간 조절 육안 

2.4 정지 기능 제공 육안 

2.5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거리측정 

3. 이해의 용이성 

3.1 입력도움 화면낭독 프로그램 

3.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육안 

3.3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육안 

3.4 자동재생 금지 화면낭독 프로그램 

3.5 예측가능성  O 육안 

4. 견고성 4.1 범용 폰트 이용 O 육안 

2. 평가방법 - 검사 항목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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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대체 텍스트 

준수기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제공하는 의미나 용도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1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한 경우 

1-2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부적절하게 제공한 경우  

1-3 ◎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하였으나, 해당 객체의 용도(role)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세부기준 
(주의사항) 

 •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 이미지 객체에 인식 가능한 텍스트가 없는 경우  
  - 이미지 버튼 객체에 인식 가능한 텍스트가 없는 경우  
  - 배경으로 삽입된 이미지의 정보와 동등한 정보를 다른 콘텐츠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웹 콘텐츠 중 이미지, 의미 있는 배경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없는 경우  
 
 •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였지만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 이미지가 전달하는 정보를 충분히 동등하게 전달하지 않는 대체 텍스트/ 대체 콘텐츠  
  - 접근 및 인식이 불필요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된 경우  
  - 해당 개체의 용도(role)을 부적절하게 알려 주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버튼, 링크와 같은 개체의 용도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텍스트 오류로 지적  
 
 • 참고  
- 모바일 스크린 리더가 몇몇 특수문자를 읽어 주지 않음(예: !, %, ^, (, ), -, \, ?, / 등) - 커스텀 키패드의 
특수문자 버튼에 문자 그대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경우 인식 불가능  

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  
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설명 

 
  1. 뒤로 버튼 
  2. 조회 머리말 
  3. 예금/신탁계좌조회 링크 
  4. 펀드계좌조회 링크 
  5. 대출계좌조회 링크 
  6. 외환계좌조회 링크 
  7. 보험/공제계좌조회 링크 
  8. 골드계좌조회 링크 
  9. 퇴직연금계좌조회 링크 
 10. 전체계좌조회 링크 
 11. 전체메뉴 버튼 
 12. 홈 버튼 
 13. MyKB 버튼 
 14. 금융센터 버튼 

2. 평가방법 - 지침별 

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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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문제점 

대체 텍스트를 미제공하여 ‘예금조회/이체’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모든 객체를 ‘버튼’이라고 인식)  

해결방안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동등한 수준의 대체텍스트를 제공 

2. 평가방법 - 지침별 

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  
다.  

 

지표명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준수기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자막, 원고 또는 수화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2-1 ◎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2 ◎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 정보나 제목만 제공하는 경우  

2-3 ◎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동등한 음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4 ◎ 소리 없이 화면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 화면 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5 
◎ 영상 내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설명하는 별도의 음성 콘텐츠나 원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6 ◎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영상,음성 콘텐츠를 실시간 자막 또는 수화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부기준 
(주의사항) 

  • 사용자가 등록한 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 제공 시, 자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또는 자막생성 툴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  
  
  • 음성이 없는 동영상의 경우도 대체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  
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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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해결방안 

‘my K’앱에서는 기존 방송콘텐츠 서비스에 자막 표시 기능을 제공
함으로서 청각장애인도 방송콘텐츠의 음성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
전에 제작된 자막이 없는 경우 실시간 자막입력을 통해서 자막방송

을 제공하고 있다. 

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  
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지표명  색에 무관한 인식  

준수기준 색을 배제하여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3-1 ◎ 색상만으로 내용을 분별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가 있는 경우(그래프, 차트, 지도 등)  

3-2 ◎ 색상의 변화만으로 위치 정보를 표시한 경우 

3-3 ◎ 색상의 변화만으로 선택 정보를 표시한 경우  

3-4 ◎ 필수 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시한 경우  

세부기준 
(주의사항) 

• 위치정보의 경우 글자 모양을 이용하거나 밑줄(underline) 표시, 굵은 글씨체 또는 이탤릭체, 글자 크기의  
  변경 등으로 구분 가능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선택 정보의 경우 테두리, 배경 패턴 변경 등으로 구분 가능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3.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  
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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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문제점 

이 사례에서는 OS, 통신사, 단말기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하면서 범
례를 함께 제공했지만 각 데이터를 색상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
로인해 색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색각이상자나 노안이 있는 사용자
는 범례를 보더라도 색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그래프의 의
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해결방안 

 색이 아닌 그래프의 질감 등을 다르게 표시하여 컨텐츠를 구분함. 

3.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  
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지표명  명도 대비 

준수기준 
 화면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 전경색과 배경색의 최소 대비가 3:1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4-1 ◎ 전경색과 배경색의 최소 대비가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 

세부기준 
(주의사항) 

 • 단 동영상 및 로고 등은 예외로 함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앱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 이미지 상의 텍스트가 정보 전달의 의미가 있는 텍스트일 경우 명도대비를 준수 해야 함  
 
 • 명도가 낮은 텍스트에 그림자 효과를 주어 글자 색과 그림자 색상의 대비가 3:1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  

4.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 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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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문제점 

다음은 ** 메신저 앱의 계정등록 화면이다. 화면내의 대부분 콘텐츠
의 명도대비가 매우 낮은 상태로 계정등록에 대한 안내사항과 비밀
번호 입력등 모든 콘텐츠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례
와 같이 명도대비가 매우 낮은 경우 저시력 시각장애인등은 콘텐츠
가 있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다. 

해결방안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대비의 차이를 늘려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임. 

4.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 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지표명  명확한 지시사항  

준수기준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준수기준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5-1 ◎ 가리키고자 하는 콘텐츠를 모양이나 색상으로만 표시하는 경우  

5-2 ◎ 지시사항을 소리를 통해서만 제공하는 경우 

5-3 ◎ 지시사항을 방향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경우 

세부기준 
(주의사항) 

• “화면에서 보여지는(읽어주는) 것과 동일하게 시행하시오.”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는 화면에서  
  보여지는(읽어주는) 정보를 단일 감각으로만 제공할 경우 오류사항으로 판단 함  
 
• 텍스트 콘텐츠가 대체텍스트를 포함 하고 있을 경우 모바일 스크린리더로 다른 감각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지시사항에는 추가 적인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  

5. (명확한 지시사항)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 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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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설명 

색상과 함께 모양, 무늬 등을 이용하게 되면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그래프의 내용을 알 수 있음 

5. (명확한 지시사항)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 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항목 구분을 색상으로만 구분하여 색상을 배제한 상황에서는 인식
할 수 없음 

해결방안 

색상외에 모양, 무늬등을 함께 이용한다. 

5. (명확한 지시사항)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 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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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알림 기능 

준수기준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를 두개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6-1 ◎ 알림창 팝업 등 알림 기능 실행 시 알림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하지 않는 경우  

6-2 ◎ 알림창 팝업 등 알림 기능 실행 시 알림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하지 않는 경우  

- 

세부기준 
(주의사항)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통해 알림 정보를 화면 표시, 소리, 진동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알림기능의 경우에는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Native UI Component)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본컴포넌트(읽어줌)                   커스텀(안읽어줌)  

6. (알림 기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사용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동영상이 활성화됨. 

해결방안 

동영상을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활성화되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배경음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첫 부문에 이를 정
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알림 기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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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알림 기능 

준수기준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를 두개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7-1 ◎ 초점이 적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콘텐츠에 초점이 적용된 경우  

7-2 ◎ 선택된 객체를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7-3 ◎ 표시되는 초점의 영역이 콘텐츠의 위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7-4 ◎ 표시되는 초점의 영역이 콘텐츠의 크기와 다르게 표시되어 콘텐츠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7-5 ◎ 초점의 순서가 논리적이지 못하여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7-6 ◎ 선택 만으로 초점이 의도와 상관없이 변경되는 되는 경우 

세부기준 
(주의사항) 

 • 초점이 적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콘텐츠에 초점이 적용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 의미 있는 콘텐츠에 초점이 적용되지 않아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 구분선과 같이 의미 없는 콘텐츠에 초점이 적용된 경우  
 • 선택된 객체를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 모바일 스크린리더에서 인식은 가능하나 시각적으로 초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테두리, 하이라이트가 객체의 위치와 상관없는 위치에 적용된 경우  
• 초점의 순서가 논리적이지 못하여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사례:  
- 순차적으로 초점 이동 시 선형화된 콘텐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팝업 등 새로운 콘텐츠가 발생했을 때 현재 초점 혹은 다음 초점이 새로운 콘텐츠로 이동되지 않는 경우  
- 입력서식 또는 컨트롤 요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초점이 초기화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동되는 경우  
- 기획자의 의도가 반영된 초점이동은 오류로 잡지 않음  
 (상단>하단 주메뉴> 본문 이동으로 내비게이션을 우선시한 초점이동 등)  
• 선택만으로 초점이 의도와 상관없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에 접근되어 초점이 초기화 되는 경우  
- 입력서식 또는 컨트롤 요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초점이 의도와 상관없이 초기화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동되는 
경우  

7.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조회’ 라는  좌우로 스크롤 되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초점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 이 메뉴를 통해 ‘조회/이체’ 등을 선
택한 후 하단에서 하위 메뉴로 진입해야 하는데 메인 메뉴에서 초
점이 생성되지 않아 더 이상의 은행업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함 

해결방안 

‘조회’ 라는 메뉴에 초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하위 메뉴로 
초점이 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음 

7.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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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누르기 동작 지원 

준수기준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8-1 ◎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8-2 ◎ 복잡한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부기준 
(주의사항) 

• 한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는 슬라이드(Slide) 기능에 대해서는 복잡한 동작으로 보지 않음  
 단,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하여 콘텐츠 전환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방향 컨트롤러(키보드), 스크린리더(톡백,   
 보이스오버) 사용 시 순차적 초점 이동으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슬라이드 기능을 대체할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 복잡한 동작의 경우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세부기준 있도록 누르기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  
  
(주의사항)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UI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해당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적용 

8.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원형에 있는 나뭇잎을 원형모양대로 회전 시키지 못할 경우 화면 
내용 전환 기능을 활용할 수 없음 

해결방안 

화면 내용을 전활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버튼 또는 누르기 컨트롤
을 제공하여야 함. 

8.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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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응답시간 조절 

준수기준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시간 제한이 존재하는 콘텐츠임을 알려 
주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9-1 ◎ 일정 시간 내로 사용 시간 제한이 있으며, 시간 연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9-2 ◎ 시간 제한 콘텐츠임을 미리 알려주고 종료되었음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 

- 

세부기준 
(주의사항) 

• 시간 제한에 대한 연장 또는 정지 방법과 이에 대한 안내는 최소 20초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미준수로 인정  
 
• 시간 제한에 대한 연장 방법은 10배 이상의 시간을 제공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 제한 연장 또는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 임을 미리 알려 주고, 종료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안내 해주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 평가 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인정  

9. (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여 전맹, 저시력, 학습, 운동장애
인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용자에 불편을 줄 
수 있음 

해결방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임
을 사전에 공지하고,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9. (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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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정지기능 제공  

준수기준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0-1 ◎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에 정지, 이전, 다음 기능이 없는 경우  

10-2 ◎ 이전, 다음 제어 수단을 제공하지만, 콘텐츠 체류 시간이 짧아 다른 콘텐츠로 바로 이동되는 경우  

- 

세부기준 
(주의사항) 

• 정지, 이전, 다음을 반드시 버튼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변경되는 콘텐츠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자동 변경되는 콘텐츠의 개수 만큼의 인디케이터 도트가 제공되고, 도트를 선택했을 때 이동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0. (정지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해결방안 

인증번호의 재전송 기능 및 남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간 연
장 버튼을 추가 

10. (정지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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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준수기준 터치 동작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터치 간격을 적절히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1-1 ◎ 컨트롤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9mm 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11-2 
◎ 컨트롤 간에 외곽선을 표시하지 않은 컨트롤 간의 중심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아 컨트롤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세부기준 
(주의사항) 

 
• 컨트롤의 크기는 화면 크기에 관계 없이 가로와 세로 크기를 각각 9mm 이상 으로 제공  
 
• 정지, 이전, 다음을 반드시 버튼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참고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같이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의 경우 예외로  
        한다(예. 쿼티입력 등)  

11.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설명 

 
 

모바일 기기의 화면크기에 관계없이 가로 X 세로 크기는 각각 
9mm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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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입력 도움 

준수기준 
입력 서식의 형식 및 용도에 대한 정보를 입력 도움말 및 제목, 추가 설명을 이용하여 제공한 경우 준수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입력 오류를 방지 하거나 정정을 안내하는 경우 인정  

오류유형 

12-1 ◎ 입력 도움말 또는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2-2 ◎ 입력 도움말을 제공하였으나 부적절한 경우 

12-3 ◎ 초기 입력 값으로 입력 도움말을 대체한 경우 

12-4 
◎ 입력 내용이 명확히 특성 서식으로 지정된 형태인 경우, 해당 서식 이외의 값이 입력되어도 오류 원인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12-5 ◎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 원인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  

세부기준 
(주의사항) 

 
• 입력 도움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 입력서식에 접근했을 때 입력 도움말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입력서식의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오류로 지적  
 
• 입력 서식에 입력 도움말을 제공하였으나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 제공된 입력 도움말이 입력 서식의 용도와 다른 경우  
- 제공된 입력 도움말이 입력 서식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방법을 안내하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  
 
• 초기 입력 값으로 입력 도움말을 대체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  
- 안드로이드 입력창의 Hint 속성과 같이 처음 접근 시에는 입력 도움말로 인식되지만 값을 입력하고 나면 그 
내용이 사라져 입력 도움말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을 권장  

12. (입력 도움)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텍스트 이미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식 옆에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서식 접근 시 “편집창” 으로만 인식되어 로그인 기능 이용이 
불가능 

해결방안 

 “아이디 편집창”, “비밀번호 편집창” 의 입력도움마을 제공하여 누
구나 입력서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 

12. (입력 도움)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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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준수기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사용자가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지 또는 앱 내에서 일관성 있게 콘텐츠의 배치를 제공한 경우 준수 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3-1 ◎ 사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순서나 패턴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13-2 ◎ 컨트롤의 위치와 방법이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세부기준 
(주의사항)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시 수준 정도에서 평가(버튼의 순서,위치나 선택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는 정도)  

1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영화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 시간을 선택하는 선택 창과 
인원 및 좌석을 선택하는 창이 일관성 없이 제공되어 있어 사용자
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이다.  

해결방안 

선택하는 기능의 인터페이스를 통일시켜 일관성이 있게 제공한다. 

1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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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준수기준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4-1 ◎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14-2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사용 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세부기준 
(주의사항) 

 
• 깜빡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깜빡임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  
 
• 깜빡임이 3초 미만인 경우 인정  
 
• 동영상 콘텐츠도 검사 대상 

14.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내용 

동영상 콘텐츠 재생 전 사전 경고를 제공하여 깜빡임이나 번쩍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14.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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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자동재생 금지 

준수기준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으로 인해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으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5-1 ◎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 

세부기준 
(주의사항) 

 
•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  
 
•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이지만 제어 수단이 페이지의 가장 첫 부분에 제공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콘텐츠의 인식에 지장을 주는 배경음이 재생되는 경우만 지적  
    
참고 : ⒶⒾ모두 스크린리더 이용 시 배경음이 자동으로 감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15.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사용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동영상이 활성화됨. 

해결방안 

동영상을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활성화되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배경음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첫 부문에 이를 정
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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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예측가능성  

준수기준 
해당 페이지와 다른 내용의 페이지, 팝업, 앱이 실행되기 이전에 전환 됨을 알리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인정  

오류유형 

16-1 ◎ 새로운 페이지가 실행되는 컨트롤인 경우 페이지 변환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16-2 ◎ 다른 앱으로 연결되기 전에 해당 앱으로 사용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 

16-3 ◎ 다른 페이지, 앱 등으로 이전하는 안내를 하지만, 실제 내용과 다른 형태의 안내를 하는 경우 

세부기준 
(주의사항) 

• 타 앱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동 안내를 하고 해당 기능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기능을 제공 하지 않는 경우 미 준수로 판단  
  
• 페이지 이동되는 콘트롤러는 페이지 이동 됨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를 권장  
  
 예) ** 이동 / 상세내역 이동   

16. (예측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문제점 

팝업 이벤트가 발생하였으나 스크린리더에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
되었음을 알려 주지 않음 

해결방안 

-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벤트 발생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 이벤트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의 수정이 
필요 

16. (예측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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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범용 폰트 이용 

준수기준 운영체제 설정에서 폰트 속성 변경 시 앱 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17-1 ◎ 운영체제의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변경해도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17-2 ◎ 운영체제의 설정에서 글꼴 종류를 변경해도 글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세부기준 
(주의사항) 

• 글자 크기 조절 시 화면 레이아웃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준수 여부 판단  
 
• 앱 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확대 기능을 제공하면 인정  

17. (범용 폰트 이용)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해당 사례 내용 

 OS에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시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확대/축소 등
의 기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17. (범용 폰트 이용)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평가방법 - 지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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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접근성 개발방법 

  

1) XML을 활용하여 버튼을 제공할 경우 
 

<ImageButton 
android:id=”@+id/add_entry_button” 
android:src=”@drawable/plus” 
android:contentDescription=”웹 접근성 연구소”/> 
 
 
2) Java code를 활용하여 버튼을 제공할 경우 
 
Button add_entry_button = new Button(this); 
add_entry_button.setContentDescription("웹 접근성 연구소"); 

3. 개발방법 - 안드로이드 개발도구 

[ Android Stu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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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방법 – Android UI Component 

  

4. 진단 및 점검도구 

1. TalkBack ( Google )  
 
2. Accessibility Scanner ( Google ) 
 
3. forApp( www.forapp.org – SCE, Inc ) 
    
4. Colour Contrast Analyzer  
 
5. UIAutomatorView ( Goo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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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 및 점검도구 - TalkBack 

-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스크린 리더, 기본제공 
 
- 초점, 대체텍스트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점검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 Downloa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ogle.android.mar
vin.talkback 

 

 

-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접근성 점검 도구 ( 마켓에서 다운로드 ) 
 
- 앱으로 설치하여 동작, UI상의 접근성 위반사항 확인 및 도움말 제공 
 
- Downloa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ogle.android.apps.
accessibility.auditor 

 
  

4. 진단 및 점검도구 – Accessibility Scanner 

[ Accessibility Scanner 주요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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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접근성 자동점검 플랫폼,  
 
- W3C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s List 에 등재된 모바일 점검도구 
 
- Site : http://www.forapp.org 
  

4. 진단 및 점검도구 - forApp 

[ forApp 앱별 상세보기 화면 ] [ W3C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 list ] 

   

- 안드로이드 SDK로 제공되는 UI 검사 도구 
 
- CCA ( Colour Constrast Analyser ) 
 
- Download : http://developer.android.com/intl/ko/sdk/index.html/ 
  

4. 진단 및 점검도구 - UIAutoMator 

[ UIAutomater 실행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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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대비 측정 도구 
 
- CCA ( Colour Constrast Analyser ) 
 
- Download : https://www.paciellogroup.com/resources/contrastanalyser/ 
  

4. 진단 및 점검도구 - CCA 

[ Colour Constrast Analyser 웹사이트 ] 

[ CCA 실행화면 ] 

 

5. 참고 

1.  지침 및 참고 자료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점검 매뉴얼(안드로이드)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ndroid) 접근성 평가실습 및 사례공유 
     4)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기법 v2.0 
     5) 모바일 앱 접근성 전문인력 교육자료 ( 2015 미래창조과학부 )   

2.  관련 사이트    
 
     1) 웹접근성연구소 : http://www.wah.or.kr 
     2) Android OS 접근성 :  http://developer.android.com/design/patterns/accessibility.html 
     3) Android 개발가이드 : http://developer.android.com/guide/topics/ui/accessibility/apps.html 
     4) TalkBack 정리 사이트 :  http://pauljadam.com/androida11y/ 
     5) W3C 고령자 관련 : http://www.w3.org/WAI/older-users/Overview.php 
     6) W3C Mobile Web Initiative : http://www.w3.org/Mobile/  
      
 
3. 포털사이트 
 
      1) 널리 : http://nuli.navercorp.com/ 
      2) 다룸 : http://u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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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강의자 : 손 학 ( Dani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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