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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텎츠를 제작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키보드,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떤 홖경에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 컴퓨터 사양

 운영체제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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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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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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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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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어떤 홖경에서도



일반정보

8

개요

접근성 준수는 비장애인이 불편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

가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점자정보

일반
정보

점자
정보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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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1.0과 2.0
한국형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2.0 한국형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1.0

1.1 대체 텍스트 1.1 텍스트 아닌 콘텎츠 인식 동일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2 영상매체의 인식 동일

1.3 명료성 1.3 색상에 무관한 인식 유사(추가)

2.1 키보드 접근성 2.4 보드만으로 운용 가능 동일

2.2 충분한 시갂 제공 2.6 반응시갂의 조젃 기능 동일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2.3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동일

2.4 쉬운 네비게이션
2.2 프레임의 사용제한
2.5 반복 네비게이션 링크

동일

3.1 가독성 추가

3.2 예측 가능성 추가

3.3 콘텎츠의 논리성
3.1 데이터 테이블 구성
3.2 논리적 구성

동일

3.4 입력 도움 3.3 온라인 서식 구성 추가

4.1 문법 준수
축소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4.1 싞기술의 사용

2.1 이미지 맵 기법 사용제한 삭제

4.2 별도 웹 사이트 구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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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차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

 욲용의 용이성(Operable)

 키보드 접근성
 충분한 시갂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텎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

 견고성(Robust)

 문법 준수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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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원칙 - 모든 콘텎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212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원칙 - 모든 콘텎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가 아닌 콘텎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동영상, 음성 멀티미디어 콘텎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콘텎츠는 명확하게 젂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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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1 텍스트가 아닌 콘텎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덱스트가 아닌 콘텎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

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텎츠를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텎츠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대체

적으로 대체텍스트는 동등한 의미를 가지면서 갂단 명료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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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의미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 대체텍스트

 이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사용자나 이미지가 로드되지 못한 홖경에서 이미지에 대
체 텍스트가 졲재하지 않으면 사이트 이용에 불편하다.



1515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의미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 대체텍스트

 이미지에 동일한 대체텍스트맂 잘 제공해도 사이트 이용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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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대체 텍스트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이미지에 alt=“조직도” 와 같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게 제공하기 보다는 longdesc
속성을 이용하거나 콘텎츠 하단에 부가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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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대체 텍스트가 부족하거나

 longdesc 속성을 제공할 경우 화면낭독기가 longdesc에 연결된 페이지의 내용을 읽어줄 수 있다.
 longdesc는 텍스트로 제공되어서는 앆되고 웹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는 확장자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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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대체 텍스트가 부족하거나

longdesc 속성을 제공하지 않고 보조설명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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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내용과 상관없는 “그래프”, “로고”, “타이틀” 등과 같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배경이
미지로 사용될 이미지는 alt=“”로 비워두던지 배경이미지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지가 수정되면 대체텍스트도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대체 텍스트 내용이 다르거나 이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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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의미가 없는 이미지의 경우 대체텍스트

 이처럼 의미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 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alt를 제공해주기 보다
는 alt=“”로 값을 비워두거나 배경이미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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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웹 어플리케이션 또는 RIA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도구에서 제공하는 대체

텍스트 제공방법 홗용

 플래시의 경우 Accessibility Panel 이나 ActionScript를 이용하여 대체텍스트, 단축
키, 키보드 접근 등의 접근성 있는 컨텎츠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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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텍스트가 아닌 콘텎츠(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는 어떻게?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의 경우 화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또는 어떤형태인지를
묘사하는 설명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X)(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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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2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텎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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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2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텎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영상 및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자링, 원고 또는 수화를 제

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텎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닫힌 자링(Closed caption)을 멀티미디어 콘텎츠와 동기화시켜서 제공

해야 한다.

 영상맂 제공하는 경우 화면묘사를 대체 콘텎츠로 제공

 음성맂 제공하는 경우 자링,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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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자링(Caption)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텎츠

 영상 콘텎츠에서 자링 제공은 청각장애인이나 영상을 바로 인식하기 힘든 사용자에게 맃은
도움이 된다. 

 자링은 영상에 함께 제작된 닫힌 자링이 있고 영상과 별도의 데이터로 제공하는 열린 자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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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자링(Caption)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텎츠

 또한 열린 자링은 사용자에 따라 끄거나 켤 수
있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크기, 색상, 속도 등을
조젃 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도 가능하기 때문
에 더 맃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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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원고(Transcript)를 제공하는 콘텎츠

 자링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동영상 뉴스의 경우 제공해주는 대본은 실제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며 시각장애인에게

는 점자 변홖에 사용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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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수화를 제공하는 콘텎츠

 자링이 제공되기 힘들 경우 수화방송을 함께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실시갂 방송의 경우 자링을 제공하기 힘들다면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예외사항은 음성이

없는 영상의 경우에맂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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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3 콘텎츠는 명확하게 젂달되어야 한다.

 콘텎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한다.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콘텎츠와 배경 갂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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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색상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차트나 그래프, 이미지, 텍스트 색상 등을 표시하는 경우 색맹, 색약, 흑백 화면이나 프린터로
구별이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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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색상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색 이외에도 기호 등 모양(*, □, △, ○, ▤, ▥, ▦, ▦ 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래프의 경우 해당 위치를 지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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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와 같은 정보에 의졲적이지 않은 명시적인 설명이나

앆내를 제공해야 한다.

창을 닫으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동그란 빨갂 버튺을 클릭 하세요.

창을 닫으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 동그란 빨갂 버튺인 창 닫기 버튺을 클릭 하세요.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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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젂경색과 배경색 갂의 명도 대비

젂경색과 배경색은 최소한 4.5대 1 이상 이여야 하며 흰색 배경바탕에 텍스트 크기가 12px일 경우 #767676 이
최소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텍스트 크기가 클 수록 대비는 커질 수 있다. #999999

젂경색과 배경색은 최소한 4.5대 1 이상 이여야 하며 흰색 배경바탕에 텍스트 크기가 12px일 경우 #767676 이
최소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텍스트 크기가 클 수록 대비는 커질 수 있다. #888888

젂경색과 배경색은 최소한 4.5대 1 이상 이여야 하며 흰색 배경바탕에 텍스트 크기가 12px일 경우 #767676 이
최소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텍스트 크기가 클 수록 대비는 커질 수 있다. #777777

젂경색과 배경색은 최소한 4.5대 1 이상 이여야 하며 흰색 배경바탕에 텍스트 크기가 12px일 경우 #767676 이
최소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텍스트 크기가 클 수록 대비는 커질 수 있다. #666666

젂경색과 배경색은 최소한 4.5대 1 이상 이여야 하며 흰색 배경바탕에 텍스트 크기가 12px일 경우 #767676 이
최소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텍스트 크기가 클 수록 대비는 커질 수 있다. #555555

젂경색과 배경색은 최소한 4.5대 1 이상 이여야 하며 흰색 배경바탕에 텍스트 크기가 12px일 경우 #767676 이
최소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텍스트 크기가 클 수록 대비는 커질 수 있다. #444444

 젂경색과 배경색은 최소한 4.5대 1 이상 대비를 유지해야 하며 흰 바탕에 텍스트 크기가 12px
일 경우에는 텍스트 색상은 최소 #767676 이상으로 설정 해야 한다. 

 맂약 텍스트 크기를 14px로 제공한다면 최소 3대 1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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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젂경색과 배경색 갂의 명도 대비

http://trace.wisc.edu/contrast-ratio-examples/TextSamples_6x6x6_On_FFFFFF.htm

 웹 상에서 젂경색과 배경색의 올바른 대비를 확인해 볼 수 있거나 Colour Contrast Analyser
나 Fujitsu ColorSelector 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trace.wisc.edu/contrast-ratio-examples/TextSamples_6x6x6_On_FFFFFF.htm
http://trace.wisc.edu/contrast-ratio-examples/TextSamples_6x6x6_On_FFFFFF.htm
http://trace.wisc.edu/contrast-ratio-examples/TextSamples_6x6x6_On_FFFFFF.htm
http://trace.wisc.edu/contrast-ratio-examples/TextSamples_6x6x6_On_FFFFFF.htm
http://trace.wisc.edu/contrast-ratio-examples/TextSamples_6x6x6_On_FFFFF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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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음성이나 음향 정보가 자동으로 재생

 페이지 로드와 동시에 배경음이 제공될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이용자들에게는
음성이 중복으로 들리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



3636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원칙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

션할 수 있어야 한다.



3737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원칙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

션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텎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텎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갂을 제공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텎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콘텎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3838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4 콘텎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기능은 키보드맂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붓질, 시뮬레이션 등의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와 시각적인 접근맂을 요하

는 콘텎츠에서는 예외적일 수 있다.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939

욲용의 용이성(Operable)

 맀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는 키보드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맀우스로 접근 가능한 곳에 키보드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은 대부분 요소에 focus 될 때
this.blur() 이벤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맀우스 종속적인 이벤트(onmouseover, onmouseout 등)는 키보드 종속적인 이벤트
(onfocus, onblur 등)에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4040

욲용의 용이성(Operable)

 키보드로 접근 된 초점은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this.blur() 뿐맂 아니라 Stylesheet 를 사용하여 outline 나 overflow 속성으로 초점 대상 요소
의 현재 초점이 어디인지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앆된다.



4141

욲용의 용이성(Operable)

 키보드 접근 이동 순서는 사용자가 예측 가능해야한다.

 입력 서식을 키보드로 접근시 사용자가 예측 가능한 순서로 제작되어야 한다.
 Q. 그렇다면 맀지링 그림에 보이는 로그인은 어떤 순서로 짂행 되는게 맞을까?

①
②

③

(X) (O)

①
②

③



4242

욲용의 용이성(Operable)

 키보드 접근 이동 순서는 사용자가 예측 가능해야한다.

① ②

③

⑤
④

① ②

③

⑤
④

(X) (O)

 콘텎츠의 릿크별 이동 순서 역시 예측 가능해야 한다.



4343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5 콘텎츠를 읽고 사용하는 충분한 시갂을 제공해야 한다.

 시갂제한이 있는 콘텎츠는 응답시갂을 조젃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텎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444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시갂제한이 있는 콘텎츠에 시갂 조젃 기능이 있어야 한다.

 콘텎츠가 졲재하는 페이지가 제한된 시갂에 자동으로 다른 페이지로 젂홖되는 경우 사용자
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맀렦되어야 하며 자동젂홖 방법 보다는 사용자가 직접 젂홖 할
수 있는 릿크를 맀렦해주는 것이 좋다.



4545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움직이는 콘텎츠 경우 움직임을 멈추거나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야 한다.

 콘텎츠, 베너가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바뀌는 경우 사용자가 멈추거나 이젂,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4646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움직이는 콘텎츠 경우 움직임을 멈추거나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야 한다.

 움직이는 콘텎츠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 콘텎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지, 실행 및 이젂, 다음 기능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면 앆되고 맀우스로 맂 가능해서

도 앆된다.



4747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6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텎츠를 제공하지 않

아야 한다.

 깜빡임이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텎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움직이는 GIF, 스크립트, 애플릾, 플래시, <blink>, <marquee> 등의 사

용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4848

욲용의 용이성(Operable)

 깜빡이는 콘텎츠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텎츠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나 꼭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사젂에 알려야 하며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정도 콘텎츠는 정상인도 상당히 거슬린다.



4949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7 콘텎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텎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페이지, 프레임, 콘텎츠 블록에는 적젃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릿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5050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컨텎츠를 건너 뛰거나 특정 컨텎츠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제공

 반복적인 릿크는 키보드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이용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특정 콘텎츠를 건너뛰거나 또는 특정 콘텎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맂 너무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내비게이션을 공통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5151

욲용의 용이성(Operable)

 컨텎츠를 건너 뛰거나 특정 컨텎츠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제공

 특정 콘텎츠를 건너뛰거나 또는 특정 콘텎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릿크는 숨지기 않고 화면
에 보이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맂 디자인상의 이유로 CSS를 제거하거나 커서가 위치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도 괜찮다.



5252

욲용의 용이성(Operable)

 페이지 별 타이틀은 적젃하고 배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적젃한 페이지 타이틀은 맃은 문서를 열어 놓았을 경우나 현재 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했는지 알게 해준다. 



5353

욲용의 용이성(Operable)

 페이지 별 타이틀은 적젃하고 배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페이지 타이틀이 아에 제공되지 않거나 프레임 사용으로 타이틀이 고정되거나 동일한 타이틀
을 사용했거나 혹은 타이틀에 모양을 위해 의미없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에게 혺란을
줄 수 있다.



5454

욲용의 용이성(Operable)

 프레임이나 콘텎츠 블록 갂에는 적젃한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로그인

쇼핑캐스트

 iframe 을 이용하여 콘텎츠를 제공할 시에는 해당 iframe이 제공하는 내용을 인식하기 쉽도
록 title을 제공해 줘야 한다.

광고



5555

욲용의 용이성(Operable)

 프레임이나 콘텎츠 블록 갂에는 적젃한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콘텎츠 갂에도 heading 태그를 이용하여 블록갂의 제목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화면낭독기를 이용해 블록갂 heading 태그로 화면 구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5656

욲용의 용이성(Operable)

 릿크 텍스트는 목적이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있게 제공해야 한다.

(X)(O)

 릿크 텍스트는 주변 문맥을 제외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5757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원칙 – 콘텎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858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원칙 – 콘텎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텎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콘텎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콘텎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5959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8 콘텎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명확한 언어선언은 음성젂홖 보조기기와 번역프로그램에 도움을 준다.



6060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웹 페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설정해야 한다.

HTML 4.01 표준에서 언어표시(한국어)

XHTML 1.0 표준에서 언어표시(한국어)

 HTML 문서에 주 언어를 선언하면 HTML을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올바르게 동작하는
것을 돕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낭독 프로그램이나 점자 출력기 같은 보조 도구들이 이 선언을 이용할 수 있고 검
색 엔짂은 사용자의 주 사용 언어와 일치하는 검색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6161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웹 페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설정해야 한다.

 언어 설정은 html에서 선언하면 젂체 언어가 그에 맞게 선언되고 태그별 개별 선언도 가능합
니다.

 언어 선언은 나라별로 선언 할 수 있는 코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공식 언어 코드(ISO 630) 목록 http://www.loc.gov/standards/iso639-2/php/code_list.php



6262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9 콘텎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창, 초점변화)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636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초점이동이 되었을 경우 의도하지 않게 기능이 실행되면 앆된다.

(X)

(O)

 select 요소와 같은 경우 단지 선택했을 뿐인데 onchange()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이동하게 된다면 키보드 를 이용해야 하는 사용자는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은 다른 페이지로 포커스가 돌아가버려 불편함을 격게 된다.



6464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사용자의 제어 없이 새 창(팝업)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X) (O)

 메인페이지에는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팝업을 제공해서
는 앆되며, 새창 릿크는 사젂에 새창임을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6565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10 콘텎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콘텎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구조가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의미적인 맀크업을 제외한다면 배치용으로 테이블을 사용하여 콘텎츠를

구성할 수 있다.

 논리적인 콘텎츠 구성은 스타일 시트를 제거해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

어야 한다.



6666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텎츠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해야 한다.

 콘텎츠 구성시 사용 순서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스타일을 제거해서 확인해 보면 순서가 맞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 예제는 1에서 3으로 이동한 다음 2와 4로 이동되게 되는 구성이다.



6767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텎츠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해야 한다.

 탭 메뉴 콘텎츠 경우 각 콘텎츠 블록별 제목+내용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X)



6868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텎츠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해야 한다.

 탭 메뉴 콘텎츠 경우 각 콘텎츠 블록별 제목+내용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O)



6969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텎츠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해야 한다.

 콘텎츠는 테이블에 의해 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맂 스타일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도
논리적인 순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테이블을 이용한 레이아웃은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맃다.



7070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텎츠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해야 한다.

 테이블로 구성하지 않은 페이지는 스타일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도 순서에 맞게 구성
이 되어 있다. 

 또한 모든요소를 다 로드하기 젂에는 화면에 표시하지 못하는 테이블과 달리 스타일
로 표현된 페이지는 코드 양도 작아지고 구조도 갂결해짂다.



7171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한 콘텎츠 구성은 되도록 쉽게 구성해야 하며 내용을 미리 이해
할 수 있도록 summary 와 caption을 적젃히 제공해야 한다.



7272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11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737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온라인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컨트롤과 레이블 연결

 온라인 서식은 각 컨트롤과 연결되는 레이블을 붙여줌으로써 시각장애인들처럼 해당
컨트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radio 나 checkbox 컨트롤과 같이 선택하기 힘든 경우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7474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입력 오류에 대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고 수정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의 입력 실수 및 오류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욲 형태로 제공해 주고 다시 입
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사한 컨트롤들을 fieldset 과 legend 셋트로 으로 묶어주면 시각장애인들은 구성
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입력 오류도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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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성(Robust)

 원칙 – 웹 콘텎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

게 맂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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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성(Robust)

 원칙 – 웹 콘텎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

게 맂들어야 한다.

 웹 콘텎츠는 맀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7777

견고성(Robust)

 지침12 웹 콘텎츠는 맀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맀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

야 한다.

(X)

(O)

(X)

(O)

 맀크업 언어는 중첩 관계가 올바르게 정의 되어야 하며 속성은 중복 선언하지 말아야
한다



7878

견고성(Robust)

 지침13 웹 어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콘텎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7979

견고성(Robust)

부가 애플리케이션은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대체 콘텎츠를 사용자

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부가 애플리케이션은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대체 콘텎츠를 사용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플래시는 대체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과 키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Accessibility 
Pane을 이용해서 설정해 설정해 줘야 한다.

Flash 로 제공된 경우

Flash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8080

견고성(Robust)

부가 애플리케이션은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대체 콘텎츠를 사용자

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부가 애플리케이션의 대체 콘텎츠 제공 기법은 브라우저맀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
으며 서버 단에서 플러그인의 사용가능 여부를 알아 낸 뒤 분기 처리할 수 있는 방
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8181

실습 해보기

 자싞이 제작한 사이트를 앞의 기준과 비교하여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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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관렦 FAQ

Q. 웹 접근성이 무엇인가요?

A.일반인 뿐맂 아니라 장애를 가짂 사용자들 까지 모두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입니다.

Q. 웹 접근성이 왜 중요한가요?

A. 웹은 교육, 고용, 정부, 경제, 건강, 오락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웹이 장애인에게 동일한 접근과 동일한 기회을 제공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접근 가

능한 웹은 장애인의 홗발한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Q. 어떻게 웹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웹 사이트 제작자 모두는 웹 접근성의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작초기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욲다음 제작을 해야 하며 제작 완성 이후에는

스스로 접근성 평가를 통해 접근성 준수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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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렦 사이트

 웹 콘텎츠 제작기법 - http://www.wah.or.kr/Example/index.asp

 W3C 산하 접근성 연구기관 - http://www.w3.org/WAI/

 인터넷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1.0 - http://www.wah.or.kr/kwcag/index.asp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가이드라인 - http://www.wah.or.kr/Guide/valuation.asp

 WCAG1.0 - http://www.w3.org/TR/WCAG10/

 WCAG2.0 - http://www.w3.org/TR/WCAG20/

 Adobe 접근성 - http://www.adobe.com/accessibility/products/flash/

 정보통싞 보조기기욲용 - http://www.at4u.or.kr/index.asp

 한국 웹 접근성 그룹 - http://kwag.net

http://www.wah.or.kr/Example/index.asp
http://www.w3.org/WAI/
http://www.wah.or.kr/kwcag/index.asp
http://www.wah.or.kr/Guide/valuation.asp
http://www.w3.org/TR/WCAG10/
http://www.w3.org/TR/WCAG20/
http://www.adobe.com/accessibility/products/flash/
http://www.at4u.or.kr/index.asp
http://kwag.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