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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모바일·융합 환경에서 웹/앱 접근성 제고 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웹 접근성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른 정보화 수준 또한 향상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에 스마트폰 기기의 이용이 활발해지면

서 기존의 PC 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모바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러나 장애인들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접근성의 요구와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모바일 접근성 환경 개선 논의는 웹 접근성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융합 환경에서 새로운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바일 접근성 대상이 더 이상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일반 사용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 ICT(정보통신), 포스트

모바일 시대 도입에 따라 모든 사용자가 접근성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접근성 문제가 공론화되며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바

일·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진단과 대안 도출과 그에 따른 재정비

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며, 국내 모바일·융합 환경의 웹/앱 접근성 정책 조사와

함께 기존 실태조사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국가의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법령 및 정책,

지침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모바일·융합 환경의 웹/앱 접근성 제고 전략을 수립하며 국내 모바일 정보 접근성 정책

및 사업 등의 강화요소나 인식제고를 위한 방향 제시와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

다. 조사대상은 국내 웹 접근성 법률 적용 이전부터 웹 접근성 법제화 및 인증 제도를 시

행해왔던 해외 국가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등 웹 접근성을 선도하

고 있는 국가와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럽표준화기구

(ESOs) 등 국제기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각 국가별 모바일 정보접근성 정책 및 가이드라

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모바일 정보접근성 법률 제정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한다. 그

결과를 활용한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모바일 정보접근성에 적합한 정책 방안

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 의의와 내용을 정리

하고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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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가) 국내 접근성 동향 분석

기존의 데스크톱PC 환경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증으로 제품, 서비스 및 산업 차원

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정보통신(ICT)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

자의 인터넷 이용 패턴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모바일·융합 환경에 따라

접근성에 대한 관심도 기존 웹사이트 접근성에서 모바일 웹/앱 접근성으로 확대되고 있

는 추세다. 모바일 환경은 이용기기의 특성, OS 등 모바일 플랫폼, 브라우저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웹/앱 개발자들은 하이브리드

앱, 네이티브앱, 웹앱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술 표준

에 대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인터넷 역사는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는 인터넷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2년 5월부터 1993년까지로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상용

화되기 이전 단계로서 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터넷이 도입된 시기다. 2단계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로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상용화되어 대중화되는 시기인데 인터넷 사

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대중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데스크톱PC의 웹으로만

사용된 디바이스 1.0시대는 제한된 공간에서 유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던 시대였

다. 반면 현 시점인 디바이스 2.0에서는 기기의 종류나 크기 등의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근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이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 앞으로 다가올 디바이스 3.0에서는 이전까지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대상이 모바일 접근성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바일의 특징은 스마트기기 사용자 간의 사용 환경이 매우 다양화된 점이다. 모바일

웹과 앱은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의 다원화는 곧 모바일 웹과

앱의 다양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사파리, 크롬 등 다양한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이용

하는 것과 함께 웹/앱, 하이브리드앱, 네이티브앱 등 모바일 앱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져

한 가지 특성이나 기술로 모바일 환경을 정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개발 단계

에서 어떤 방식의 구현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웹/앱으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와

접근이 필요하다. 가트너의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15년경에는

안드로이드를 필두로 윈도우, iOS, 블랙베리의 체제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모

바일 플랫폼은 앱 개발에 제각기 다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접근성 기

준의 적용과 준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바일 접근성은 기기나 OS 특성 외

에도 모바일 기기로서의 하드웨어와 입력장치 측면으로 인한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모

바일 장치에서는 기기의 소형화에 따른 화면 크기가 기존의 데스크톱 플랫폼보다 훨씬

작으며,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제스처 기반의 상호 작용이 주된 입력장치로 사용된다. 모

바일 환경은 웹과는 다르게 기기나 플랫폼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사물통신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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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M2M의 개념에서 인터넷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2M

은 인터넷을 매개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면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롭게 도래할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기

에서 모바일 대상은 더 이상 스마트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기, 네트워크, 서비스의 융

합 등의 스마트 컨버전스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 외에도 스마트워

치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은 방송 통신 등 비디오 영상 자막처리에 관한 의무 규정 및 인터넷 동영

상 및 방송과 관련된 법적 의무조항을 확대 실시하였다.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는 모든

스마트폰과 IPTV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3년 ‘제28회 2013 CSUN(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Northridge) 장애인용품 컨

퍼런스’에서는 2010년 10월에 오바마가 공포한 ‘미국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이

2013년 10월 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스마트화와 다기능화, 경량화로 인한 휴대성 강화,

방송과 온라인에서의 접근성 강화, 입는 컴퓨터 등 최근 기술 동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2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

북’을 발간하면서 스마트폰·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와 응용서비스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

장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PC 보유 여부에 따른 일반 사용자와 소외계층

의 정보격차로 분류됐다면 현재 대상은 비슷하나 PC에서 모바일로 이동되면서 모바일

정보 격차로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향후 다가올 미래의 사회적 격차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User)에 초점으로 맞춰질 것이며 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한 격차

로 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해외 접근성 동향 분석

미국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정책으로 미국 장애인법, 재활법 508조, 21세

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이 있으며 웹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은 웹 접근성 제고와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였다. 2010년 8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포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The 21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은 장

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와 TV에서의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부

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21세기법은 통신 및 비디

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바일을 포함한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중

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웹 접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 민간기업, 비

영리기관 등이 중심으로 컨퍼런스, 교육, 경진대회, 세미나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

다. 특히 웹 접근성 주제만을 따로 다루기보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술, 보조기

기 관련 행사들 안에서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다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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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공하며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차

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왕립 시각 장애인 협회 등 다양한 구

성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정책의 제정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

징적이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e-접근성 실행

계획, 디지털 브리튼 정책을 발표하였다. 영국의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으로는 AbilityNet

은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조기술에 관

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며 접근성 인식제고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e-Access는 영국의

정책 컨퍼런스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설계, 접근과 사용 등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논

의를 진행하며 웹사이트, 스마트폰, 태블릿, 라디오 및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디지털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영국의 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RNIB)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선단체로, 2000년부터 Techshare 컨퍼런스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4년 10월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의해 설립된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은 국제 산업 컨소시엄으로 웹 접근성을 위한 학술

행사 및 연구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eb Accessibility Initiative:

WAI)를 통해 웹 접근성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월드와이드웹

컨퍼런스(The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s)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W3C

는 장애인을 위한 웹 기능 증진 및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997년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WAI)를 출범하였으며,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화 추진

의 일환으로 웹 접근성 지침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1.0을 제정하

고 이를 개정하여 2008년 12월에 WCAG 2.0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모바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모바일 웹

접근성에 대한 대안으로 W3C는 2005년부터 모바일 웹 이니셔티브(Mobile Web

Initiative: MWI)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해외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나 정책

등을 오랜 시간부터 다뤘기 때문에 접근성 움직임이 국내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웹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

나 애플, IBM, BBC 등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모바일 접근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보이고 있다.

5.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

모바일 시대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이용자들의 모바일 접근성이 주목

을 받고 있다. 모바일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향후 모바일·융합 환경시대에서는 모바일 웹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향후 모바일·융합 환경시대에서는 스마트폰 웹과 PC환경

의 유선 인터넷이 하나의 사이트로 통일될 것이며,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사용 기기가 다

양해 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초기 모바일 웹은 핸드폰 하드웨어가 기반이었고 WAP

나 HTML을 통해 별도의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로 운용되었다. 현재는 모바일 웹 기술이

발전하여 스마트폰 풀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PC기반 웹사이트와 비슷한

환경의 스마트폰 웹을 선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PC와 스마트폰 미디어를 함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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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킬 웹 표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가 공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앱 접근

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해오고 있다. 초기 미비했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은 이에 반해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접근성의 대상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신속한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

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동등한 접근

성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부처, 금융기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 10년 웹 접근성의 흐름 및 모바일 동향을 바탕으로 모바일·융합 환경에서

의 웹/앱 접근성 활성화를 위한 제고 방안을 크게 4가지로 용어 재정의와 전략 수립, 법

률·정책, 표준화 추진,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산업 등으로 분류하여 제안하고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으로 각 시기별 추진 목적에 따라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현 시

점부터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 등 접근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모바일

융합 초기로 구분하고 추후 정보통신(ICT) 접근성 시대를 성장 및 성숙기로 분류하여 세

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현황을 파악

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 국내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과 향후 과제의 토대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기간의 일정상으로 해외 주요 나라 중 미국, 영

국 등을 대상으로만 조사·분석했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확대하여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이용자들의 모바일 접근성이 주목을 받고 있

다. 이처럼 모바일 접근성 등 모바일 융합 환경을 맞이하여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

(IoT), 정보통신(ICT) 접근성 등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국내의 모바일 융합

환경에서의 접근성 준수 수준이 향상되고 국제적 표준으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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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A research on improving web/app accessibility in a mobile convergence environmen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With the “Law against discrimination of disabled people” in effect since April 11,

2008, the web accessibility environment related to the use of websites by disabled

people has been improved through promoting the need for web accessibility; the

informatization level has also improved accordingly. With the recent proliferation of

smartphone devices in the country and transition of existing PC environment to

mobile, the importance of mobile is being emphasized. However, while the demand

and need of mobile accessibility by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disabled

people are increasing,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mobile accessibility

environment is not as active as in the case of web environment. In addition, as a

variety of new mobile devices are expected to emerge in the rapidly changing mobile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target of mobile accessibility will not be confined

to disabled people anymore but expanded to all generic users using mobile devices.

Therefore, all users will be included into the target of accessibility with the

introduction of IoT, ICT and the post-mobile age; the issue of mobile accessibility

will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and become even more important. At this point, the

diagnosis and deriving of alternatives from the aspect of accessibility to address the

mobile convergence environment and following rearrangement are necessary above all.

3. Details and scope of research

This research consists of 7 chapters in total; the web/app accessibility policies of

domestic mobile convergence environment is reviewed together with analyzing the

existing current status and performs research on laws, policies and guidelines of

overseas countries on mobile accessibility. Then, a strategy for improving web/app

accessibility of local mobile convergence environment is established through case

study utilizing the survey results to present direction for strengthening local mobile

information accessibility policies and projects and improving their awareness.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overseas countries that have enacted web accessibility

requirements and certification policies before the domestic web accessibility laws 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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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ffect, such as US, UK, Europe Union(EU), United Nations(UN) which lead the

web accessibility, and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ESO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mobile information accessibility policies and guidelines

are investigated per each selected country and the status of enacting mobile

accessibility laws and their utilization analyzed. The policy alternatives suitable to

domestic mobile information accessibility is presented and detailed implementation

assignments deriv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utilizing their results. In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nd the limit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research presented.

4. Research results

a) Domestic accessibility trend analysis

As the internet environment is moving from existing desktop PC environment

toward a mobile centered one in terms of products, services and industry resulting

from the rapid increase in smartphone users, the ICT convergence is occurring

actively. A fundamental change is also occurring in the Internet usage pattern;

according to the mobile convergence environment, the interest for accessibility is

expanding from existing web sites to mobile web/apps. The mobile environment is

influenced b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device characteristics, OS and

other mobile platforms, browsers etc. Therefore, the mobile web/app developers

developed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hybrid apps, native apps, web apps etc.;

however, the technology standards for the mobile environment have not been well

established yet. The domestic Internet histor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2 stages.

Stage 1 is from May 1982 when Internet was first introduced, to 1993 before Internet

was commercial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introduced by research or

governmental institutions. The second stage is from 1994 to present when Internet

has become commercialized and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t can be called the

time when Internet became common by the rapid expansion of Internet user base.

The device 1.0 era where the web was only accessed by desktop PCs was a time

when information was accessed through wired Internet in a confined space. In the

current device 2.0 era, information access is possible through the Internet at any

place regardless of type or size of the device; however, disabled people, old people

information disadvantaged classes still face difficulties. On the contrary, such previous

problems will be addressed in the emerging device 3.0; it is expected that all users of

mobile devices will be subject to mobile accessibility.

The mobile environment’s feature is its wide variety of user environment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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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As mobile web and apps reflect the mobile device’s characteristics, the variety

of usage environment means the various changes in mobile web and apps. In addition

to the use of various mobile web prowess such as Safari, Chrome etc., the variety of

mobile apps such as web/app, hybrid apps, native apps etc. is also increasing;

therefore,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define the mobile environment from the

aspect of one characteristics or technology. As a variety of web/apps can be

implemented depending on which implementation method is selected at the

development stage, various exceptional conditions can occur from the aspect of

accessibility; therefore, various considerations and approaches are necessary to address

this. According to Gartner’s mobile platform market status and outlook, the leading

platform in 2015 will be Android, followed by Windows, iOS and Blackberry. As each

mobile platform requires different skills for app development, we can see that the

applying and complying to mobile accessibility standards will not be easy. In addition

to device or OS characteristics, the mobile accessibility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mobile device hardware and input device aspects as well.

In mobile devices, the screen siz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existing desktop

platforms due to miniaturization of devices; the gesture based interaction using

touchscreen is the main input device. Unlike the Web, the mobile environment is

affected by device or platform.

Nowadays, IoT is moving from an M2M concept capable of intelligent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things and between things using the mobile

network to the Internet while rapidly evolving into a concept of interacting not only

with things but also with all information in the real and virtual world. That is, the

M2M which enables intelligent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things, things and

things always and everywhere in a safe and convenient manner is now expanding its

range to IOT(Internet of Things) while connecting all things around through the

Internet. In the transition stage moving towards the new IoT era, the mobile devices

are not just limited to smartphones. According to the change towards smart

convergence of devices, network and services, the trend is expected to expand to

various mobile devices such as smartwatches etc. in addition to smartphones, tablets,

PCs and smart TVs. In the US, the US 21st Century Communication and Video

Accessibility Act expanded the mandatory rules on video caption processing on

broadcast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legal requirements on Internet video and

broadcasting. Through the revision, access of disabled people on all smartphones and

IPTVs became possible since 2014.

In the “28th 2013 CSUN(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Northridge)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ference’ in 2013, as the ‘US 21st century

communication and video accessibility act’ promulgated by Obama in October 2010

came into effect since October 8, 2013, new technology trends such 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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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ility from smart, multifunction and lightweight, improved online accessibility and

wearable computers were demonstrated. In addition, in Korea, the “Smart Work

Disabled People Accessibility Guidebook” was issu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guaranteeing accessibility to disabled people on smart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smart TVs and their applied services. Whil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ordinary users and information challenged groups was divided according to

PC ownership in the past, the groups are similar now but the scope expanded to

mobile information gap according to the shift from PC to mobile. However, the social

gap in the future will be focused to all users of mobile devices and also the range

further expanded to the gap in information access and utilization.

b) Overseas accessibility trend analysis

The US has enacted laws and policies such as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ADS), Article 508 of Rehabilitation Act, and 21st century communication and

video accessibility act and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requires web accessibility.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and improve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the US

enacted the Am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ADA) in 1990 so that disabled people

can live an equal life with nondisabled people. To guarantee the accessibility of

disabled people, the 21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CVAA)

promulgated by US president Obama in August 2010 requires accessibility to reduce

inconveniences from lack of accessibility by hearing and visually impaired people on

smart equipment and TVs to guarantee accessibility to disabled people. The 21

Century Act is an act to provide accessibility to communication and video; however,

it includes major elements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including mobile.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for Web accessibility, the US actively holds conferences,

trainings, competitions, seminars etc. centered on universities, companies, non profit

organizations etc. In particular, various aspects including universal design are covered

in events related to IT support technologies and devices for disabled people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topic of Web accessibility separately.

The UK enacted its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ng disabled people in 1995 and

illegalizes the discrimination of disabled people on all products and services. In

addition, a cooperation system is established with BBC, the British national

broadcasting service, the 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etc. to enable

seamless establishing and enacting of policies. As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improving accessibility, act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ng disabled people,

e-accessibility implementation plan, Digital Britain Plan etc. were released. The

activities for improving awareness in the UK are as follows. AbilityNet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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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advice on professional support technologies so that users with various

degrees of disabilities can use computers and performs training activities for

improving accessibility awareness. E-Access is a policy conference of the UK that

performs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echnologies such as design, access and use

for disabled and old people; its scope includes digital technologies encompassing

software and hardware such as websites, smartphones, tablets and radios. The 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RNIB) is a charity organization providing services

such as information, support, and guidance to visually impaired people; it is holding a

yearly Techshare conference since 2000.

The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established by Tim Berners-Lee in

October 1994 is an international industry consortium and administers academic events

and researches for Web accessibility It establishes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through the Web Accessibility InitiativeL(WAI) and holds the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s each year. In addition, W3C launched the

Web Accessibility Initiative(WAI) in 1997 to improve Web functionality for di0sabled

people and expanding awareness; it established the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1.0 as a part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and

revised it to release the WCAG 2.0 recommendations in December 2008. As the use

of Internet through mobile devices increased rapidly and the importance of mobile

increased greatly, as an alternative for mobile Web accessibility, W3C started the

Mobile Web Initiative(MWI) standardization efforts. As such, the accessibility related

initiatives are carried out more actively overseas than in Korea as the laws or

policies related to disabled people have been covered since long ago. As the share of

Web has been large up to now, it is difficult to find mobile related cases; however,

representative global companies such as Apple, IBM and BBC are showing

preparations for leading the initiative for mobile accessibility.

5. Alternatives for improving mobile accessibility

In the mobile age, the mobile accessibility is being emphasized not only for disabled

people but also for all mobile users. If we look into the future of mobile, the

smartphone web and PC environment’s wired Internet will be integrated into one site

in the future mobile convergence age considering the speed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mobile Web area; the variety of devices used including smartphones will

become even wider. In the early stage mobile Web, the mobile phone’s hardware

formed the basis and separate mobile sites were operated through WAP or HTML.

Nowadays, smartphone full browsing services are provided as the mobile Web

technology has developed. Many efforts are being taken to present smartphone web

providing an environment similar to existing PC based web sites; however,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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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being faced as there is no Web standard for unifying PC and smartphone media.

As a result, web sites are coexisting with mobile sites. In addition, the app

accessibility of smartphones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mobile devices is still in the

early stage and requires improvem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obile

accessibility,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continuous status survey centered

on websites of public agencies during the last 10 years. It could be found that the

acces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 web sites which was insufficient in early stage has

been gradually improving; however, the mobile environment is showing an

unsatisfactory level.

Based on this, the scope of mobile accessibility includes all people desiring to obtain

information, including disabled and old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using

information. To solve this problem, a thorough planning and rapid response on mobile

accessibility should be accompanie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direction for

alleviating the information gap through policies and efforts by government

departmen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is required so that everyone gets the

opportunity for equal accessibility. In this research, the alternatives for improving

web/app accessibility in a mobile convergence environment have been proposed

according to the 4 categories of redefinition of terms and establishing strategy,

regulatory policies, standardization and projects for improving mobile accessibility

based on the flow of Web accessibility and mobile trends in Korea during the last 10

years.

6. Conclusion

In this research, the Web accessibility and mobile accessibility status in Korea were

identified and alternatives for mobile accessibility improvement derived according to

goals pursued during each era based on that. In addition, the time point from the

present when accessibility becomes full-scale through mobile devices, wearable

devices, IoT etc. is categorized as the initial stage of mobile convergence and the

future time of ICT accessibility categorized as the growth and maturity stage to

derive detailed assignments. Therefore,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is that it

identified the web and mobile accessibility status locally and overseas and provided

the basis for alternatives to improve mobile accessibility in Korea and related future

assignments. However, as the research and analysis target was limited to major

overseas countries such as US and UK due to research period limitations, a more

expanded investigation and research would be required in future studies. In the

rapidly growing mobile era, the mobile accessibility of not only disabled people but

also that of all mobile users is being emphasized. As we are now facing the mobile

convergence environment issues such as mobile accessibility, we expect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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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compliance standard in the local and overseas mobile convergence

environment is improved and a basis is provided for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various follow-up researches such as wearable devices, IoT, ICT accessibi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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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이용과 관

련된 웹 접근성 환경 개선 및 인식제고로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

나 2009년 아이폰을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한 이후, 스마트폰 이용이 활발해지고 기존 PC

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모바일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미

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

부분의 가구에서 모바일 인터넷(99.9%)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모

바일 기기의 이용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사용률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

넷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웹에서와 같이 모바일 기기에서도 장애인·고령자 등은 모바

일 기기를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아이콘이나 메뉴 등에 해당하는 대체텍

스트 및 초점 등의 누락으로 모바일 기기 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인식이 불가능하

여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모바일 기기 사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소외계층을 비롯

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요구와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모바일

접근성 환경은 미흡하다.

또한 모바일·융합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PC가 아닌 새롭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

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은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기존 PC 환경과는 달리

변화를 이끄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다. 이는 모바일 접근성 대상이 더 이상 장애인, 고

령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일반 사용자로 확대될 것을 의미

한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PC기반 환경에서 웹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으나 현재는 시간, 장소 상관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급격한 모바일 환경의 발전은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이 아닌 사물과 사

물간의 연결인 사물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다. 사물인터넷(IoT),

포스트 모바일 시대가 다가오면서 모바일 기기는 더욱 확산되고,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모두가 접근성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접근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히 변하는 모바일·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및 정책, 지침 등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접

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 측면에서의 대안 및 재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요

구되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주요나라 중 미국의 경우 2010년에 ‘미국 21세기 통신 및 비디

오 접근성 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을 시행함

으로서 스마트통신기기 사용에 있어서 청각 및 시각장애의 접근성 부재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마련

했으나 신속하게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과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

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 보장을 위한 지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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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이 사용하기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이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모바

일 접근성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수준으로 제도도입 및 실행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머

물러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 장애인 정보격

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PC기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 대비 83.8%까지 제고됐

지만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49.2%에 불과했다. 인터넷 이용 수단으로써 스마트폰 중요성

이 높아지고 점차 다양화·복잡화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기존의 웹 접근성 정책 및 제도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모바일 접근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바일 접근성 준수는 장애인 권리 구제는 물론이고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성 연구의 체계를 갖추

어 지속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침 등에 대한 동향과 모바일 융합 환

경으로 변화하는 정보 접근성 환경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에 추진하여야 할 모바일 접근

성 제고방안 및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모바일·융합 환경의 웹/앱 접근성 정책 조사를 실시하며 기존 모바

일 웹/앱 접근성 실태조사 현황을 분석한다. 국내 웹 접근성은 지난 10년 동안 실태조사,

인증마크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으로 해외 주요 나라의 모바일 웹/앱 접근성 법령 및 정책, 지침에 대한 현황을 조사 및

수집한다. 실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모바일·융합 환경의 웹/앱 접근성 제고 전

략을 수립하며 이에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 조사 대상 국가

는 기존 웹 접근성 관련 해외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을 조사한 논문에서 분석된 바 있으

며, 국내 웹 접근성 법률 적용 이전부터 웹 접근성 법제화 및 인증 제도를 이미 시행해왔

던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W3C 등 웹 접근성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주요 나라 및 기구로 정한다. 미국은 주요 나라 중에서도 웹 접근성 인식제고 활동을 가

장 활발히 한 나라에 해당되며 W3C는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측면에서도 접근성 기능 증

진 및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정된 각 나

라와 기구별로 모바일 정보 접근성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모바일

정보 접근성 법률 제정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된 각 나라별 결과를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해 향후 국내 모바일 정보 접근성에 더 적합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안 및 도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모바일 정보 접근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및 향후 모바일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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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

본 논문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연구방법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

을 진단하여 모바일일·융합 환경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급변하는 모바일·융합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와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4

장에서는 국내 접근성 정책, 표준 및 지침 등 정책, 실태조사, 인식제고 동향 연구를 실시

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요 국가와 주요 기구, 민간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W3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럽표준화기구 등 주

요 기구를 중심으로 해외 접근성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가, 기업에 대한 연

구 결과의 종합적인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 의의와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

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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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용어의 정의

1. 모바일의 개념

무선통신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일상생활에서의 모바일 기

기 활용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이 4세대(4G)로 넘어가면서 모바일 인터

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 역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바일(Mobile)

은 생활 필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

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모바일의 사전적 의미는 ‘이동성이 있

는(움직일 수 있는)’ 또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단어의 의미에

서 알 수 있듯이 모바일은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의미한다.

정수정(2010)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다양한 정보 처리와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고안되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모바일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동수(2011)는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말

하며, 실시간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즉, 모바일이란 이동성

을 특성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화된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통화, 메시지, 업무 처리 및 정

보 획득을 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한다.

모바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동성(Mobility), 편재성(Ubiquity), 편리성(Convenience)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동성(Mobility)이란, 단순히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상황이 한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편재성

(Ubiquity)은 마크 와이저(Mark Weiser)에 의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물들이 서로 네트워

크로 연결되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편

재성은 기존의 유선 온라인 환경과는 구별되는 요소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

하여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편리성(Convenience)이란 휴대가 용이하

도록 가볍고 부피를 최소화하여 콘텐츠를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용용이성라고도 불린다. 이외에도 이동수(2011)는 모바일의 속성을 실시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편재성(Ubiquity),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리치어빌리티(Reachability),

보안과 안전에 대한 보안성(Security), 편리성(Convenience), 특정 시점에 자용자의 현 위

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위치성(Localization), 빠른 시간 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즉시접속성(Instant Connectivity)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기기가 지닌

다양한 특징과 혁신적인 모바일 기기의 개발 및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가

속화시킴에 따라 향후 모바일·융합 환경으로까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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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내용

Ubiquity 실시간 정보를 장소에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는 속성

Reachability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속성

Security 보안과 안전에 대한 성능의 속성

Convenience 편리화 된 통신 도구의 속성

Localization 특정 시점에 자용자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속성

Instant Connectivity 빠른 시간 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속성

<표 2-1> 모바일의 속성

자료: 이동수(2011), 스마트 폰 GUI 디자인 연구, 일부 수정

2. 모바일 접근성의 개념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접근성이 보장되면 정보소외계층 누구나 서비스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개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

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 기기 등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현

준호, 2006).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사용에 제한을 가진 사용자들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어떠한 제한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을 겪거

나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접근성의 보장은 신체적 약자와 인지적 약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 사용의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 정의하고, 웹의 힘은 보편성(Universality)에 있으며 장애

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웹 접근성은 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구분 없이 콘텐츠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나 웹 접근성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W3C WAI에서는 웹 접근성을 장애

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

텐츠를 인식하고 운영하고, 이해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웹 콘

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웹 접근성을 어떠한 사용자(장

애인, 고령자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웹 접

근성 준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비장애인까지 손쉽게 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게 해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웹을 주로 사용했던 환경이 모바일로 이동되면서 각 관련된 용

어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먼저 모바일 웹(Mobile Web)이란 이동 단말기에서 일반

웹에 접속할 수 있는 브라우징 기술, 이동통신, 텔레매틱스(Telematics), 홈 네트워크 등

에 사용되는 각종 단말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즉, 기존의 PC에 최적화

된 웹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을 총칭해서 말한다. 따라서 모

바일 웹 접근성(Mobile Web Accessibility)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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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모바일 기기로 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바일 앱(Mobile

App)이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이 개인이 휴대하거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비롯

한 다양한 데이터나 영상, 음성 정보 등을 송수신 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게 디

자인되어, 모바일 기기 자체의 기능을 확장 및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즉,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일컫는다. 모바일

앱 접근성(Mobile App Accessibility)이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1).

모바일 웹과 앱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웹 접근성이 모바일로 확대된 개념이다.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소외계층도 어려움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와 디자인 등을 개발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정보의 공유에 의한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을 떠나서 사회적 약자들도 가능한

한 동등하게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특히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사

회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다양한 계통의 소비자가 존재하려면 이들 모

두가 동등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즉, 모바일에서의 접근

성 준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의 문제를 넘어서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외에도 모바일·융합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각 관련된 접

근성 용어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2012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에서는 스마트워크 접근성을 장애를 지닌 피고용자

가 접근하여 스마트워크를 이용한 업무수행의 보장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시설,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각종 전

자통신 제품, 서비스, 공용통신기기 및 사무기기 등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

다. 다음으로 정보통신(ICT) 응용기술을 다른 산업에 적용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 초연결사회의 핵심요소로 정보통신(ICT)이 이슈가 되면서 정보

통신(ICT) 접근성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접근성이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

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종종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조 기술의 사용을 통해 개체에 접근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며 접근

성 장벽은 정보통신(ICT) 접근성 시 사용자 능력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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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웹 접근성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모바일 웹 접근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모바일 기기 로 웹을 이

용할 수 있는 것

모바일 앱 접근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

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모바일 접근성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웹 접근성이 모바일로 확대된 개념

스마트워크 접근성
장애를 지닌 피고용자가 접근하여 스마트워크를 이용한 업무수행의 보장

여부를 말하는 것

ICT 접근성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

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

<표 2-2> 접근성의 다양한 정의

제2절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10월에 발표한 무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

입자 수는 약 4,005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불과 5

년여 만에 가입자 수 4천만 시대가 열린 것이며, 이는 전체 국민의 약 8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2013년 인터

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로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인터

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지난해 58.3%에서 올해 91.0%로 대폭 높아졌다. 이러한 모바일 융

합 환경 흐름에 따라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되면서 누구나 동

등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웹 접근성이 모바일 접근성으로 확장되고 있

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2014년 9월말 기준)

<그림 2-1>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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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

사’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장애인 스마트폰 보유율은 39.9%로 전체국민 74.3%에 비

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시 애로사항과 비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애로사항에는 이용능력의 부족, 신체장애나 제약으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스마

트폰의 화면이 작아서 이용 불편 등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합한 비율이

29.2%로 이용비용의 부담 항목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비이용에 대한

이유로는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31.1%)’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모름(28.5%)’과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16.8%)’, ‘신체장애나 제약으로 인한 이용 어

려움(10.7%)’ 등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기기가 지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웹

/앱 기술 및 접근성 부재로 인해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제대로 이

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은 정보격

차 문제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 개선 및 대책 마련이 매우 시

급하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

<그림 2-2> 장애인 스마트폰 비이용 주 이유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매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조

사해왔으며, PC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존 정보격차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

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모바일 격차지수를 개발하였다. 정보격차

란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 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

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1995년 New York Times의 저널리스트 Gary Andrew Pole의

기사에서 처음 사용됐다(이승민, 2012). 이후 스마트 모바일 환경이 도래하면서 취약계층

외에 일반 국민 간에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3년에 PC·유선 기

반의 정보격차와 스마트 기기·모바일 기반 새로운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차세대 정책지표인 ‘스마트 격차지수(신정보격차지수)’를 개발하였다.

스마트 격차지수 시범 산출 결과에 따르면,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PC 및 모바일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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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기기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외계층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47.5% 수준으

로 PC 기반 유선 인터넷의 기본적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정보화 수준(75.2%)에 비

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기존 정보화 수준에 비해 취약한

이유로는 소외계층의 경우 전체 국민에 비해 낮은 스마트폰 보유와 모바일 이용능력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 2013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

<그림 2-3> 기존 정보격차와 신(新) 정보격차의 특징

스마트 격차지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PC기반의 정보격차와 달리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PC기반의 정보격차는

업무와 학습, 정보 등 특정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격차

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참여, 경제적 활동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보유여부로 인한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

라 스마트폰을 보유하더라도 기술 활용 능력, 접근성, 사회적 변수 등에 의해서 정보격차

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급격한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을

포함한 기존 소외 계층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소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용자의 이용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던 정책을 넘어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따른 다중격차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려와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휴대폰, TV, PC 등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용

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정보격차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PC기반과 달리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가공하거나 활용하는 수준은 미비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된 스마트 격차지수에서는 모바일 활용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격차지수에 따르면 모바일 활용도 지수는 무려 40%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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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나 이는 지금의 모바일 환경 및 현실성과 떨어지는 부분으로 평가지표(이

용도, 활용도 등)에 대한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따라

디지털 격차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새로운 대상의 선정 및 구체화, 현실에 맞는 평가지

표 도출에 따른 조사도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의 스마트 격차지수는 스마트 격차

정리 및 기존 소외계층에서 일반 모든 민간인으로 대상 범위 확대 등 모두 제대로 반

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은 웹 서비스의 형태를 변화시

키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웹보다 애플리케이션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접근성 향상의 노력도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현

시점부터 향후 미래까지 모든 중요한 서비스는 모바일 기술에 의해서 더 많이 제공될 것

이므로 앞으로도 보다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법적인 규정을 통해 접

근성 보장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모바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모

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 확대 및 균등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초기에는 접근성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 및 관리 등의 총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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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모바일·융합 환경의 특징

최근 수년간 변화와 혁신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중심에는 모바일이 있다.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웹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

러한 변화로 기존의 데스크톱PC 환경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해 제품, 서비

스 및 산업 등이 모바일로 이동되면서 정보통신(ICT)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패턴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융합

환경은 기존 환경과 모바일의 융합으로 다양한 산업 및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차별적

가치를 지니며, 모바일·융합 환경에 따라 접근성에 대한 관심도 기존 웹사이트 접근성에

서 모바일 웹/앱 접근성으로 이동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은 이용기기의 특성과 운영

체제(OS), 모바일 플랫폼, 브라우저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모바일 웹/앱 개발자들은 하이브리드앱, 네이티브앱, 웹앱 등 다양한 기

술을 개발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술 표준에 대한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각

기 다른 이용 환경을 고려한 접근성 정책 논의와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웹/앱 접근성

연구 및 인식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4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초연결시대에 대비하는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코리아 2020’에서는 PC, 유선전화기 등 단순연결을 디바이스 1.0, 스마트폰 등 서비스에

대한 위치제약을 극복한 것을 디바이스 2.0, 다수의 디바이스와 주변 환경이 상호연동으

로 통합(Integrated)되어 실감·지능·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바이스 3.0으로 구

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융합 환경의 패러다임을 다

음과 같이 디바이스 1.0에서 3.0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인터넷 역사는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인터넷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2년 5월부터 1993년까지 인터넷이 일반

인에게 상용화되기 이전 단계로 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터넷이 도입된 시기

이다. 반면 2단계는 1994년 이후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상용화되어 대중화된 시기로 본 연

구에서는 이 시기를 디바이스 1.0으로 정한다. 이어서 2009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부터

2015년까지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디바이스 2.0 시대라 칭한다. 실질적으로

PC 피처폰 등 1세대 디바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

릿PC 등의 디바이스 2.0이 확산 중이다. 끝으로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등 앞으로 다

가올 모바일·융합 환경 시대를 디바이스 3.0이라 명명한다.

디바이스 1.0시대는 데스크톱PC와 유선 인터넷이 구비된 제한된 공간에서 웹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던 시대였다면, 디바이스 2.0은 기기 종류나 크기 등 상관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대상자는 장애인·고령자뿐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각 기기에 따른 접근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앞으로 다가올 디바이스

3.0은 이전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사람 주변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사람과 상호 소통을 통해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

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접근성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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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바이스 1.0 디바이스 2.0 디바이스 3.0

시기 1994∼2008년 2009∼2015년 2016∼2024년

특징

- 고정 및 정적(수동적)

- 일체형

- 공간 제약

- 동적인

- 기기간 융복합화(디지털

컨버전스

- 시·공간 제약 극복

- 사물인터넷(사물과 사물

등 범위 확대)

- 역동적(Dynamic)

- 인간과 기기간 상호연결

- 포스트 스마트 시대

- 범용적

채널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유·무선 모바일

기기통합(채널 통합)

기기

대상

컴퓨터(데스크톱PC), 웹

등

스마트기기: 단일 기종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탈피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 등)

접근성

대상
장애인, 고령자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표 3-1> 모바일·융합 환경 패러다임

제1절 OS의 변화

웹 로그 분석 전문 업체 ‘Stat Counter’에 의하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간 국내 데스크톱OS 중 윈도우7의 이용비율이 75.2%로 가장 높고 윈도우의 여러 버

전을 모두 합하면 무려 97.9%에 달한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76%는 인터넷 익스프롤

러를 이용하고 있으며, 21.01%를 차지한 크롬을 제외한 기타 데스크톱의 사용 비율은

1% 내외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바일 사용 환경은 기존 PC

환경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자 간의 사용 환

경이 매우 다양화된 점이 특징으로, 모바일 웹과 앱은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

문에 사용 환경의 다원화는 곧 모바일 웹과 앱의 다양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사파리,

크롬 등 다양한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하이브리드앱, 네이티브앱, 웹

앱 등 모바일 앱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져 한 가지 특성이나 기술로 모바일 환경을 정의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 나아가 개발 단계에서 어떤 방식의 구현 방법을 선

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웹/앱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예

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와 접근이 필요하다.

가트너(Gartner)의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15년경에는 안드로

이드를 필두로 윈도우, iOS, 블랙베리의 체제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구글 안드로이드 내에서도 최신 버전의 OS를 사용하지 않는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모바일 플랫폼은 앱 개발에 제각기 다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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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접근성 기준의 적용과 준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2014년 8월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약 1천명 등 61%가 삼성, 22%가

LG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10%가 아이폰, 7%가 팬텍 베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기별로 지원하는

버전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기 특성에 따른 접근성 문제도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접근성은 기기나 OS 특성 외에도 모바일 기기로서의 하드웨어와 입력장치 측면으로 인

한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모바일 장치는 기기의 소형화에 따른 화면 크기가 기존의 데

스크톱 플랫폼보다 훨씬 작으며,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제스처 기반의 상호 작용이 주된

입력장치로 사용된다. 이러한 모바일 장치의 특성은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장애

인에게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개발자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문현주·김석일, 2014).

자료: Android Developers(2014), https://developer.android.com

<그림 3-1> 안드로이드 OS 버전별 사용자 비율

모바일 환경은 웹과는 다르게 기기나 플랫폼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모바일 기기 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으며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접근성의 다양화 및 복잡화도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OS로 파편화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모바일 접근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요인 중 하나이다. 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Phone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모

바일 플랫폼마다의 앱 개발 기술이 상이하여 플랫폼별 앱 개발에 따른 개발 비용 증가로

크로스 플랫폼 이슈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웹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환

경이 조성되었고,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IoT) 시대로까지 변화되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

관인 가트너는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2020년에 인터넷 인구는 50억 명, 1,000억

대의 인터넷 접속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사물통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세

대 주력사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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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기의 변화

최근 하나의 단말기 내에서 컴퓨터, 미디어,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

마트폰 등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시대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0년

이 되면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가 500억 개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트너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연레 심포지움/IT엑스포에서 2015년에 주목

할 만한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IoT)을 선정했다. 우리 사회는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 거쳐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초연결혁명으

로 진행 중이다. 사물인터넷(IoT)은 2012년부터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10

년간 약 19조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

르면, 전 세계 사물인터넷(IoT) 시장은 2020년에 825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2014년 253조 원에서 2022년 1,225조 원으로 약 5배 성장할 것이며, 국내 사물인

터넷 시장은 2014년 2.9조 원에서 2022년 22.9조 원으로 약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소와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물통신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는 세계 최고수

준의 정보통신(ICT) 인프라를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사물통신

(Machine to Machine: M2M) 중심의 제한적 비즈니스 모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연,

관련 법령 미흡, 생태계 활성화 여건 미약 등 한계에 직면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조성이 요

구된다. 오늘날 사물통신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

을 할 수 있는 M2M의 개념에서 인터넷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

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안

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2M은 인터넷을 매개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면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로 영역을 확장 중에 있다.

자료: 산업연구원(2014), Machina research(2012, 2013), 발표 자료를 근거로 세계시장 연평균 21.8%, 국

내시장 연평균 29.2% 성장 가정

<그림 3-2>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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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실과 온라인의 연결을 촉진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연결의 대상

과 범위가 앞으로 사물과 사물(Internet of Things: IoT)에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

(Internet of Everything: IoE)을 넘어 사람, 사물 공간 및 가상세계와 통합된 지능화된

만물 인터넷의 세상(Intelligent IoE)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 방향

에서 사용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란,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

든 것을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MIT Media Lab). 사물인터넷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마키나 리서치(Machina

Research)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시장의 매출 구성에서 디바

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동통신망과 시

스템 관련 매출은 10퍼센트 미만이다. 현재 포스트 스마트폰의 대안으로 웨어러블 디바이

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구글 글래스(Google Glass)와 애플의 아이워

치(iWatch) 외에도 다양한 디바이스가 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롭게 도래할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기에서 모바일 대상은 더

이상 스마트폰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기, 네트워크, 서비스의 융합 등의 스

마트 컨버전스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외에도 스마트워치 등 다양

한 모바일 기기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서치 전문기업인 가트너도 2018년이 되면

다양한 기기와 컴퓨팅 스타일, 사용자 환경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시애

틀 워싱턴 대학의 컴퓨터과학공학 연구원들은 스마트폰 케이스에 압력을 가해 변형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스퀴즈블록(SqueezeBlock)’을 개발하였다. 이는 미래의 스마트폰은 고

정된 외형을 벗어나 형태 변화가 가능하게 되어 시각과 청각 신호가 동작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경고를 알려줄 수 있는 형태의 휴대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향후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은 초기 스마트폰을 보조하는 앱세서리

형태에서 인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디바이스가

사물·환경으로 연결·융합되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으로 진화하여 디바이스 개념이 전 산

업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3> 다양화된 모바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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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 세계 태블릿PC 시장은 증가율이 2011년에 245.6%에서 2016년에는 18.8%

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반해 판매대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7∼8인치 태블릿PC들이 휴대성을 갖춘 화면 크기 중 가장 적합

한 크기로 여겨지면서 생산해내고 있으며, 이러한 태블릿PC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블릿PC 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블릿PC는 휴대가 용이하고 정보 검색, 게임 등 많

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용자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블릿PC 또한 모바일 접근성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3-4>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 전망

자료: Gartner(20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Mid Small-cap 3월호」

다양한 기기 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장애인법(ADA)은 제정 20주년을

맞아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IT기술이 장애인에게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접

근성 준수 등을 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1st Century Communication and

Video Accessibility Act)’을 2010년 10월에 제정하였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

해 2014년부터는 모든 스마트폰과 IPTV 등의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재난 관련 정

보 접근 보장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했다. 또한 방송 통신 등 비디오 영상 자막처

리에 관한 의무 규정 및 인터넷 동영상 및 방송과 관련된 법적 의무조항을 확대 실시하

였다. ‘미국 재활법 508조(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성 지침)’의 경우, 이전에는 웹사이트, 인

터넷, 전화, 데스크톱PC, 하드웨어 등 6개 제품군이 제품 형태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규칙체계가 달라지면서 제품의 이름이 아닌 그 제품의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다. 2013년 제28회 2013 CSUN(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Northridge) 컨

퍼런스에서는 2010년 10월에 오바마가 공포한 21세기법이 2013년 10월 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스마트화, 다기능화, 경량화로 인한 휴대성 강화, 방송과 온라인에서의 접근성 강화,

입는 컴퓨터 등 최근 기술 동향을 보여주었다. 국내는 2012년 10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

신위원회에서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 및 서비스 제공 업계의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

북은 스마트폰·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와 응용서비스 등 스마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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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1.0 디바이스 2.0 디바이스 3.0

PC 보유여부 및

정보접근에 따른 정보격차

모바일 기기 보유여부 및

활용에 따른 정보격차

(스마트 격차지수)

사물인터넷(IoT)과 만물인터넷(IoE)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ICT) 기기 보유 여부 및

활용에 따른 정보격차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

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령, 국내·외 기술표준 등 현행 법령·지침·

표준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워크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제3절 사회적 격차의 변화

기존에는 PC 보유여부에 따라 정보격차를 일반 사용자와 소외계층으로 분류했다면, 현

재는 PC에서 모바일로 이동되면서 모바일 정보격차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향

후 다가올 미래 사회적 정보격차 대상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User)가

해당될 것이며, 정보접근 및 활용에 대한 격차로 범위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존에 사용하는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상에서 차

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현시점에서의 모바일 접근성은 모바일 웹과 앱으로 분류되지만 기본

적인 맥락은 웹 접근성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대상이 변경된 것 일뿐 웹 접근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신 모바일 접근성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와 의미

모두 확대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모바일·융합 환경 패러다임에서 정보격

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디바이스 1.0시대에서의 정보격차는 데스크톱PC에서의 웹을 통한

정보접근 등을 바탕으로 PC 보유여부가 정보접근에 따른 정보격차로 발생했다. 반면 디

바이스 2.0에서는 PC가 아닌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로 대상이 변화되면서 모바일 기

기의 보유여부와 활용에 따라 정보격차 특징이 변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환경에서

의 신(新)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스마트 격차지수’는 유무선 융합 다중매체 환경에서 모바

일 스마트기기와 PC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양질의 디지털 삶 영위와 다양한 가치창출에

필요한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모바일·융합 시대를 나타내는 디바이스

3.0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만물인터넷(IoE)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

(ICT) 기기에 따른 보유여부와 활용에 따라 정보격차 특징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2> 정보격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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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접근성 동향 분석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웹 접근성 준비 및 출발이 비록 늦

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 제정,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

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웹 접근

성과 관련한 국내 법률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차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제공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

련했다. 201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행정안전부 고

시로 제정하는 등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기술 지침 등을 제정한 바 있다.

2009년 3월에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 표준 기술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4가지

원칙에 걸쳐 18개의 가이드라인에 26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4개의 원칙은 인식의 용이

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과 견고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웹 접근성 국가표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하고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 접근성 국가 표준으로 사용되어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국내외 웹 관련 표준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등 최신 모바일 기기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개정 표준에

반영되었으며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다수 인증기관 난립으로 발생했

던 웹 접근성 시장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밖에도 웹 접근성 품질마크,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등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에 비해 현재 모바일 접근성과 관

련된 움직임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1년 10월에 발표한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점검 매뉴얼'은 접근성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가이드가 없

으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2009년 아이폰 등장 이후로 2011년부터 실시된 모

바일 접근성 실태조사는 웹의 등장이나 웹 접근성에 비해 빠른 시기에 시행되었지만 아

직까지는 모바일 접근성 점수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웹 접

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의 법·제도, 표준 및 지침, 웹과 모바일 접근성의 연도별 실태조사

를 통해 국내 접근성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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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제도 표준 및 지침

실태조사
품질

마크

평가

도구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2004
한국형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1.0

KADO-

WAH

1.0

2005
인터넷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1.0

72.2점

(77개)

2006

[단체표준]

한국형 사용자 에이

전트 접근성 지침1.0

제정

[단체표준]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

81.8점

(79개)

KADO-

WAH

2.0

2007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제22조(정

보에의 접근)

[국가표준]금융자동화

기기 접근성 지침 1.0

79.8점

(326개)

웹 접근

성 품질

마크 인

증 시행

20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

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웹 접근성 의무화

명시

81.0점

(503개)
*민간부

문 실태

조사 실

시

2009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

용 보장)→정보접근

성 의무화

웹 접근성 향상을 위

한 국가표준 기술 가

이드라인

86.6점

(536개)

2010

[국가표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86.9점

(722개)

K-WAH

3.0

2011

[단체표준]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77.1점

(800개)

71.7점

(45개)
*모바일

실 태 조

사 실시

2012

[단체표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매뉴

얼 개발 및 보급(모바

일 접근성 토대 마련)

83.1점

(477개)

69.4점

(181개)

K-WAH

4.0

2013

국가정보화기본법: 품

질마크법제화(제32조

2∼5항)

[단체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2.1

84.5점

(517개)

73.4점

(119개)

한국정보

화진흥원

웹 접근

성 인증

K-WAH

4.4

<표 4-1> 접근성 연도별 주요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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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

료(11.23)

2014

웹 접근

성 품질

인증기관

지정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웹 접근성 지난 10년과 향후 10년, 일부 수정

제1절 접근성 정책 분석

1. 웹 접근성 법·제도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관련법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장

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등의 요구들을 담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2009년 5월

22일 부터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서는 제32조 1항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

근 및 이용보장의 법률적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2007년 4월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법 은 장애인의 권리규범으로 성문화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을 시작으로 2013년 4

월 11일까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 차별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

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용자에 의해 이의 제기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하

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의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원활하

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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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법인

’09.04.11 공공기관

Ÿ 국·공·사립특

수학교

Ÿ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

립학교

Ÿ 장애아전담보

육시설

종합병원

Ÿ 사회복지시

설(사회복지

관등)

Ÿ 장애복지시

설(요양 및

재 활 시 설

등)

’10.04.11

Ÿ 국공립문화

예술기관

Ÿ 국공립 ( 대

학)박물관·

미술관

Ÿ 국립중앙도

서관, 공공

도서관

’11.04.11

Ÿ 국·공립유치

원

Ÿ 국·공·사립각

급학교

Ÿ 보육 시설

(100인 이상)

Ÿ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일반병원치

과·한방병원

(입원 30인

이상)

’12.04.11

Ÿ 민간종합공

연장

Ÿ 사 립 대 학

박물관·미술

관

’13.04.11

Ÿ 사립유치원

Ÿ 평생 교육시

설, 연수기관

Ÿ 직업훈련기관

(1,000㎡이상)

Ÿ 보육시설(100

인 이하)

그 외 병원

(입원 30인

이하)

체육관련

행위자

모든

법인

’15.04.11

Ÿ 민간종합공

연장 및 소

공연장

Ÿ 영화상영관

(300석 이

상)

Ÿ 사립박물관·

미술관

<표 4-2> 웹 접근성 단계적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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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근성 인증기관 및 품질마크

1)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

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인증제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7년부

터 인증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공공기관을 위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주관해 2103년까

지 1,390개 웹사이트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포함한 다수 인증기

관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를 운영해왔으며, 웹 접근성 품질마크 수요로 홈페이지의

보편적 설계를 통한 범국가적인 웹 접근성 개선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각 인증기관의 자체 평

가 기준에 따른 운영으로 혼란이 발생했다. 웹 접근성 인증기관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실

제 인증대상의 웹 접근성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기도 하였다.

단적인 예로 인증마크 심사결과 A사에서 60점(100점 만점)을 받았으나 B사에서는 95점

을 획득하는 등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

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웹 접

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을 2013년에 개정하였다. 2013년 11

월 23일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법적 근거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인증사업이 종료되고, 미래부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식회사 웹와치, 한국시각장애

인연합회 등 3개 기관을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에 웹 접근성 품

질마크(Web Accessibility: WA)를 부여하고 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으로 법

적근거 없이 다수 인증기관 난립으로 발생했던 시장의 혼란 해결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의 신뢰성 향상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4-1> 공인 웹 접근성 인증마크

2) 모바일 접근성 인증기관

국내 모바일 웹/앱 접근성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곳은 웹발전연구소, 주식회사 웹와치,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등 총 4군데가 해

당된다(모바일 웹/앱 접근성 인증마크 사업 개시순) 총 4군데가 해당된다. 웹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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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상
2011 2012 2013 2014 합계

모바일 웹 접근성 - 1 19 25 45

모바일 앱 접근성 - - 8 19 27

합계 0 1 27 44 72

달리 모바일 접근성 인증기관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서 인증마크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웹 접근성 인증사업은 초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다가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추후 제도로 발전된

것과 같이 모바일 인증사업도 웹 접근성 인증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 접

근성 인증사업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의 웹 접근성 관심 및 인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

던 것처럼 현재 모바일 접근성 인증사업 역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웹/앱 접근성 인증마크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를 기준

으로 각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인증 현황 수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웹와치가 31개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웹발전연구소 19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14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가 8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4월 11일 공포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의 장애인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되고 인증마크 발급 수는 증가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390개 웹사이트에 인증마크를 부여했으며,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이 지정된 이후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850개의 웹 접근성이 발급되었다. 반면

모바일 웹/앱 접근성 발급 수는 2011년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총 72개로 웹 접근성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따라서 모바일 접근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모바일 웹 접근성 인증마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개, 2013년 19개, 2014년은 15

개로 집계됐으며, 2013년도에 인증마크 발급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 11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고시한 상태이나 모바일 앱 접근성 시

장은 2012년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민간

인증기관에서 모바일 웹과 앱 접근성 평가 및 인증마크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모

바일 앱 접근성 인증 시장이 형성됐다.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마크 발행을 연도로 비교한

결과, 2011년과 2012년에 발급된 인증마크 수는 전무하나 2013년 8개, 2014년 19개로 점

차 증가하는 추세다. 아직까지 웹 접근성에 비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수는 저조하지

만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정부, 공공,

금융권 등의 앱 서비스가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므로 모바일 앱 접

근성 인증마크 시장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 국내 모바일 접근성 인증 현황

(기준: 2011.1.1∼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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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접근성 표준 및 지침 분석

국내의 웹 접근성 표준은 국제 웹 표준화 기구인 W3C의 웹 접근성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다. 국내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2002년 5월 ‘정보

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 창립으로 정책, 정보통신, 웹 접근성 등 3개 분과로 나

누었다.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 동향 파악과 웹사이트 저작도구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저작도구 제작 지침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WCAG 1.0 표준(안)을 마련하여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규격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편적인 웹 콘텐츠

제공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1. 웹 접근성 지침

웹 접근성 지침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웹 콘텐츠 저자, 웹사이트 설계자 및 개발자들이 접근

성을 준수한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 하에 국제 표준

화 기구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1995년 5월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WCAG 1.0과 WCAG 2.0 초안 및 미국

재활법 508조를 참고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마련한 것이 시초가 되었

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이전까지 사용되어온 웹 접근성 표준은 정보통신단체표준의 ‘한

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TTAS.OT-10.0003, 2004.12.23.)’과 이를 바탕으로 제정

된 한국정보통신표준의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CS.OT-10.0003, 2005.12.21.)’이

다. 2008년에 들어와서는「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웹 접근성 준

수 의무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년 4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등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웹 접근성에 대한 인

식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CS.OT-10.0003/R1, 2010.12.31.)을 개정하였다. 해당 지침은 W3C의 웹 콘텐츠 접근

성 가이드라인 2.0(WCAG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스

마트폰과 태블릿 기기 등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작은 화

면 크기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응하는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개정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2013년 말에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TTAK.OT-10.0003/R2, 2013.12.18)’을 개정하였다.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변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제정 이후,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침 2.0과 2.1로 발전해왔다. 특히 국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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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KWCAG 1.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

원 칙

(지 침)

지침1. 인식의 용이성

지침2. 운용의 용이성

지침3. 이해의 용이성

지침4. 기술적 진보성

원칙1. 인식의 용이성

원칙2. 운용의 용이성

원칙3. 이해의 용이성

원칙4. 견고성

원칙1. 인식의 용이성

원칙2. 운용의 용이성

원칙3. 이해의 용이성

원칙4. 견고성

지 침

(항 목)
14개(항목) 13개(지침) 13개(지침)

검사항목 - 22개 24개

특 징 HTML 중심
HTML, RIA 등 다양한

기술 반영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표준에 반영

준의 개정과 웹 개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HTML 중심의 지침 1.0에서

HTML과 RIA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지침 2.0으로 개정되었다. 장차법 제정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로 인해 국가 표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준수 여부와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에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기술적 진보성’을 지침으로 표기한 것을 지침 2.0과 2.1에

서는 원칙이라는 용어로 기술의 진보성은 견고성으로 변경됐으며 각 4가지 원칙의 의미

가 확대됐다. 먼저 ‘인식의 용이성’은 지침 1.0에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외하

였지만 지침 2.0과 2.1에서는 모든 콘텐츠를 범위로 확장하였다. 둘째 ‘운용의 용이성’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등으로 의

미가 구체화됐으며, 셋째 ‘이해의 용이성’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

술적 진보성’은 견고성으로 용어가 변경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현재 기술로는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웹 콘텐츠에 대체콘텐츠를 함께 제공해야하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기

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변화가 있다.

<표 4-4>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변화

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개정사항 비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지침 1.0에서 일부 항목들이 삭제, 축소되거나 새

로운 항목들이 추가됐다. 3.1 가독성(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2 예측가능

성(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대책 가능해야 한다), 3.4 입력도움(입력 오류를 방지하

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이 추가되었고, 4.1 문법 준수 등은 축소됐으며, 2.1 이미

지 맵 기법 사용제한, 4.2 별도 웹 사이트 구성 항목은 삭제됐다. 따라서 지침 1.0에서는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2.0으로 개정되면서 13개 지침, 총 22개의 검사항목을 제

시하였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은 지침 2.0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거나 용어

등을 변경하였으며 국내외 웹 관련 표준 및 기술 동향을 최대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터치스크린 기반의 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 웹에 장애인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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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KWCAG 1.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

인

식

의

용

이

성

1.1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1.1 대체텍스트(동일) 1.1 대체텍스트(수정)

1.2 영상 매체의 인식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일)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일)

1.3 색상에 무관한 인식 1.3 명료성(유사: 추가) 1.3 명료성(수정)

운

용

의

용

이

성

2.4 키보드만으로 운용 가능 2.1 키보드 접근성(동일) 2.1 입력장치 접근성(수정)

2.6 반응 시간의 조절 기능 2.2 충분한 시간 제공(동일) 2.2 충분한 시간 제공(동일)

2.3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동

일)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동

일)

2.2 프레임의 사용 제한

2.5 반복 내비게이션 링크
2.4 쉬운 내비게이션(동일) 2.4 쉬운 내비게이션(수정)

이

해

의

용

이

성

- 3.1 가독성(추가) 3.1 가독성(동일)

- 3.2 예측가능성(추가) 3.2 예측가능성(수정)

3.1 데이터 테이블 구성

3.2 논리적 구성
3.3 콘텐츠의 논리성(동일) 3.3 콘텐츠의 논리성(수정)

3.3 온라인 서식 구성 3.4 입력 도움(동일)3.4 입력 도움(추가)

견

고

성

- 4.1 문법 준수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축소)

4.1 문법 준수(동일)

4.1 신기술의 사용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정)

2.1 이미지 맵 기법 사용

제한
(삭제) -

4.2 별도 웹사이트 구성 (삭제) -

보장하기 위한 검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다. 예를 들어,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에서 지침 2.0에서 핵심 콘텐츠의 텍스트와 배경 간의

명도대비를 4.5대 1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침 2.1에서는 ‘핵심’이라는 용어가

제외되고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

도 대비는 3대 1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화면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콘텐츠의 명도대비 기준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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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접근성 지침

가. 모바일 웹 접근성 지침

모바일에서의 접근성 표준지침은 국제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주관하고 있는 국제기구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산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추진하

고 있다. 모바일 웹 접근성 표준지침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으로 MWAG(Mobile Web

Accessibility Guideline)를 제안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2008년에 업그레이드 한 WCAG

2.0의 네 가지 핵심 지침(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으

로는 ‘모바일 웹 모범사례 1.0(Mobile Web Best Practice 1.0)’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

발자를 위한 지침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하나의 웹을 위한 설계, 웹 표준 준수, 유해 요소 제거,

장비 제한주의, 웹 내비게이션 최적화, 그래픽과 색상확인, 가볍고 간결한 사이트, 네트워

크 자원 절약, 모바일 유저 배려, 사용자 입력 가이드 등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박옥남, 2013).

국내는 웹 접근성 국가표준과 2008년 발표된 ‘한국형 모바일 웹 모범사례

1.5(KMWBP)’가 있으며 W3C가 발표한 ‘모바일 웹 모범사례 1.0’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

만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모바일 웹 접근성 표준지침의 부재로 모바일 웹 접근성 표준지

침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모바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발전으로 기

존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방식의 모바일 웹 구현이 풀 브라우징 인터넷

서비스로 구현되는 등 모바일 기술 진화에 따른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모바

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PC 기반의 웹사이트처럼 모든 웹 콘텐츠를 완벽

하게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등으로 모바일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제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박한진, 2011). 따라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지

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현재의 경향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반응형 웹, 하이브리드앱

등 다양한 웹앱 구현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OS별, 기기의 특성 등 서로 다른 환

경을 반영하고 빠른 기술 구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과 지침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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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

2. Operable

(운용의 용이성)

3. Understandable

(이해의 용이성)

4. Robust

(견고성)

1) Information conve

yed solely with color

:색상으로 정보 전달

하기

8) Mouse required fo

r interaction an navi

gation

:마우스 의존적인 인

터랙션과 내비게이션

13) Long words, long

and complex sentenc

es, jargon

:긴 단어, 복잡한 문

장, 은어의 사용

16) Invalid or unsupp

orted markup Scripti

ng required to gener

ate content

:긴 표준에 맞지 않는

마크업

2) Large pages or la

rge images

:큰 페이지 큰 이미지

9) Scripting required

to operate content sp

ecial plug-in required

:콘텐츠 이용에 있어

스크립트나 특정 플러

그인이 요구될 경우

14) Content spawnig

new windows withou

t warning user

:사용자에게 알림 없

는 화면전환

-

3) Multimedia with

no captions

:caption이 없는 동영

상

10) Missing or inapp

ropriate page title

:페이지 타이틀이 빠

져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15) Blinking, moving,

scrolling or auto - u

pdating content

:깜빡거리고, 움직이

고, 자동으로 업데이

트되는 콘텐츠의 사용

-

4) Audio-only promp

ts(beeps) for importa

nt information(warnin

gs, errors)

:경고, 에러메시지를

텍스트가 아닌 음성으

로만 출력

11) Inconsistency bet

ween focus(tab) orde

r and logical docume

nt content sequence

:focusing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움직이지 않

은 경우

- -

5) Non-text objects(i

mages, sound, video)

with no text alternati

ve

:대체텍스트

12) Non descriptive li

nk label

:링크에 충분한 설명

이 없는 경우

- -

6) Text entry

:비어있는 인풋박스
- - -

7) Content for matte

d using tables or CS

S, and reading order

not correct when line

arized(for example w

hen CSS or tables n

otrendered)

:테이블이나 CSS를

이용하여 콘텐츠의 순

서를 구성하거나 정보

를 전달

- - -

<표 4-6> MWAG의 모바일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자료: 박한진(2011), 저시력 2, 3급 유저 관점에서 본 스마트폰 포털 사이트의 웹 접근성 연구, 일부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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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 Guidelines)’을 2011년 9월 22일에 고시했으며 2013년 8월 19일

에 일부 개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할 경우에 적용되며, 모바일 기기 대상은 운영체

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태블릿 기기, 전자책 기기가 등이 해당된다. 모든 운영체제에서

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침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신규·구

축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기반하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

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준

수해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권고사항) 8개로 구성돼있다. 또한 지침

과 관련하여 애플의 iOS 환경에서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

가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매뉴얼 1.0」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환

경에서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매뉴얼 1.0」을 발행했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

근성 지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차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을

마련한 것이 시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의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모바일 앱 접근성을 준수해야하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바

일 앱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분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이 민

간분야로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접근성 지침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설계, 개발 및 접근

성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그 기준 및 평가 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

다(문현주·김석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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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침 내용

준수

사항

대체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제공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 사용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

권고

사항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음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음

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 수행

<표 4-7>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3절 접근성 실태조사 분석

1.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가. 웹 접근성 실태조사 부문별 연도별 분석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국내 홈페이지의 접근성 준수 실태를 파악하고 접근성 문제점을

진단하여 웹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정보통신부 주도하에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 대상을 중심으

로 2008년에는 공사·공단을 포함하여 민간부문까지 대상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조사 초기였던 2005년에는 72.2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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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점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86.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2007년과 2011년에 점수

하락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9.6점정도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점수가 상승된 점이 특징이다. 반면 2011년은 민간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0년도와 비교해 9.8점 떨어졌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그림 4-2> 웹 접근성 실태조사 연도별 점수

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부문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평가를 부문별로 비교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

(전자정부), 공사·공단을 공공부문으로, 교육기관(초·중·고 등), 문화예술체육단체 등, 복지

시설, 의료기관(종합, 치과, 한방), 중앙부처 소속기관, 지방공사, 방송·언론, 기타(포털, 은

행 등)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공공부문은 실태조사 초기였던 2005년에 최저점인

72.2점을 받았지만 2010년에는 93.4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최근 조사된 2013년 평

가 점수는 89점으로 2012년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매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인해 웹 접근

성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림 4-3> 웹 접근성 실태조사 부문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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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8 ’09 ’10 ’11 ’12 ’13

공공과 민간 점수 차이 6.5 13.1 15.9 19.9 12.1 10.0

민간부문은 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공공부문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에 비해 점수 변동이 크지 않지

만 2011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6.9점이나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같은 해의

공공부문 점수와 19.9점으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 해당

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접근성은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

움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 등은 약 10년 동안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웹 접근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분야 홈페이

지의 접근성은 여전히 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표 4-8> 공공과 민간 부문별 웹 접근성 점수 차이

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 종합 분석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평가 대상 규모 및 범위의

변화가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다. 실태조사 실시 년도에 따라 평가부문 내 대상 수가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2005년 16개, 2009년 248개로 200여개까지 차이가 있으며, 특정부문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음 년도에는 포함되고 있다. 부문별에서 공공부문은 2005

년부터 2013년까지 9번의 실태조사를 통해 적게는 77개, 많게는 417개 부처를 점검하였

다. 대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05년

에 16개, 2007년에는 246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76개, 2012년 47개로 그 수가 크게 감소되었고 2013년 132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다. 대민서비스 역시 실태조사 초기에 1개에서 2013년 59개로 대상이 크게 늘었다.

반대로 공사·공단의 경우 2008년 101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나 2013년에는

50개로 평가 대상이 축소되었다. 민간부문도 평가 대상의 개수 변화와 함께 대상 포함 여

부에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중앙부처소속기관은 2011년에 새롭게 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이후 제외되었고, 지방공사 역시 2011, 2012년에 포함된 후 2013년에는 제

외되었다. 심지어 기타(포털, 은행 등)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 해 걸러 실시되었

고 2013년에는 평가 대상에 다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부문에서도 평가 대

상 수가 가장 많은 해와 적은 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경우 161개(2011년 201

개, 2009년 40개)까지 차이가 있고 복지시설은 82개(2011년 102개, 2009년과 2010년 20

개), 문화예술체육단체 등은 38개(2011년 58개, 2013년 20개)로 편차가 크다.

두 번째로 실태조사 시 투입된 평가 대상자와 페이지 범위, 평가 페이지에 따른 평가

순서 등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조사된 중앙부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0.1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개수는 다소 다르지만 실

태조사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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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을 때, 매년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실태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공개 및 사용성이 반영된 심사기

준과 실태조사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조사 과정과 조사 시 투입되는 인력 등의 상세한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른 평가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4> 전체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점수

마지막으로 약 10년 동안 진행된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까지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웹 접근성 실태

조사 점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민간의 웹 접근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매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과 발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를 누구든지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교

육 및 컨설팅 등 정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각 대상 중 개선된

사례를 모범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웹 접근성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다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등 모든 평가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개

선방안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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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공

공

중앙부처
72.3점

(60개)

82.3점

(62개)

87.4점

(61개)

90.1점

(50개)

92.6점

(51개)

94.7점

(51개)

94.8점

(51개)

92.4점

(53개)

92.4

(51개)

중앙행정
72.3점

(56개)

81.8점

(58개)

88.2점

(57개)

90.6점

(46개)

92.5점

(47개)

94.6점

(47개)

94.7점

(47개)

92.4점

(49개)

92.4점

(47개)

입법사법

헌법

72.2점

(4개)

82.7점

(4개)

86.6점

(4개)

89.5점

(4개)

93.1점

(4개)

94.7점

(4개)

96.3점

(4개)

92.6점

(4개)

92.7점

(4개)

지방자치단

체

71.6점

(16개)

81.8점

(16개)

78.2점

(246개)

83.3점

(246개)

91.9점

(248개)

96.3점

(246개)

91.9점

(76개)

93.0점

(47개)

88.9점

(132개)

광역지자

체

71.6점

(16개)

81.8점

(16개)

86.8점

(16개)

91.6점

(16개)

93.9점

(16개)

97.0점

(16개)

96.1점

(16개)

94.4점

(17개)

90.4점

(17개)

기초지자

체
- -

77.6점

(230개)

83.3점

(230개)

91.8점

(232개)

96.2점

(230개)

90.8점

(60개)

92.3점

(30개)

88.7점

(115개)

대민서비스

(전자정부)

77.1점

(1개)

78.4점

(1개)

74점

(19개)

80.3점

(20개)

82.2점

(19개)

87.1점

(19개)

87.5점

(39개)

89.8점

(40개)

87.4점

(59개)

공사·공단 - - -
74.6점

(101개)

84.2점

(98개)

86.5점

(95개)

88.4점

(94개)

86.1점

(59개)

87.5점

(50개)

소 계
72.2점

(77개)

81.8점

(79개)

79.8점

(326개)

81.9점

(417개)

89.7점

(416개)

93.4점

(411개)

90.5점

(260개)

90.2점

(199개)

89.0점

(292개)

민

간

교 육 기 관

(초․중․

고 등)

- - -
72.1점

(52개)

72.8점

(40개)

78.7점

(119개)

75.5점

(201개)

83.5점

(123개)

86.0점

(41개)

문화예술체

육단체등
- - - -

77.3점

(40개)

83.7점

(40개)

77.7점

(58개)

84.7점

(26개)

87.1점

(20개)

복지시설 - - - -
79.6점

(20개)

80.4점

(20개)

59.8점

(102개)

70.1점

(32개)

67.9점

(32개)

의 료 기 관

(종합, 치

과, 한방)

- - - -
80.0점

(20개)

77.9점

(82개)

66.5점

(99개)

78.8점

(32개)

83.2점

(20개)

중앙부처소

속기관
- - - - - -

74.6점

(35개)
- -

지방공사 - - - - - -
69.9점

(45개)

75.9점

(16개)
-

방송·언론 - - - - - - - -
67.6점

(12개)

기타(포털,

은행 등)
- - -

80.4점

(34개)
-

68.1점

(50개)
-

66.6점

(49개)

78.5점

(100개)

소 계 - - -
75.4점

(86개)

76.6점

(120개)

77.5점

(311개)

70.6점

(540개)

78.1점

(278개)

79.0점

(225개)

합 계
72.2점

(77개)

81.8점

(79개)

79.8점

(326개)

81.0점

(503개)

86.6점

(536개)

86.9점

(722개)

77.1점

(800개)

83.1점

(477개)

84.5점

(517개)

<표 4-9>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3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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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1년 ’12년 ’13년

중앙부처 70.4점(23개) 73.4점(62개) 79.4점(19개)

지방자치단체 76.0점(11개) 70.0점(33개) -

공사·공단(공공기관) 70.1점(11개) 69.0점(36개) 71.7점(50개)

민간 - 64.5점(50개) 72.7점(50개)

합계 71.7점(45개) 69.4점(181개) 73.4점(119개)

2.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

가. 정부기관의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도에 처음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

했다. 최근에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앙부처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3년 동안 진행된 모바일 앱 접근성 결과

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71.7점, 2012년에는 69.4점, 2013년에는 73.4점으로 70점대 초반

에 머물러 있어 웹 접근성 점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

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거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평가점수가 크게 향상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에 발표된 ‘2013년 장애

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79.4점으로 가장 높고 민간 72.7점,

공사·공단(공공기관)이 71.7점 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 접근성 점수는 73.4점으로 같

은 해에 84.5점을 받은 웹 접근성에 비해 접근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모

바일 접근성 수요에 부응하는 앱 접근성 개선방안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이용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모바일 기기의 기능 및 서비스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중

앙부처·지자체를 비롯해 민간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아직까지 제자

리걸음이다. 정부는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모바일 접근성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이용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표 4-10> 연도별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3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나. 민간의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실시

해오고 있으며, 공공기관 앱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은행, 카드

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모바일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2012년 정부 부처의 모바

일 웹 29개 대상을 끝으로 지금까지 단 한번 진행됐다. 반면,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는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10월 말 기준에는 7개 분야별 대상 앱이 조

사됐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별 대상을 위주로 진행되는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는 앞

으로 범위 확대 및 실태조사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에서 이뤄지는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의 경우, 각 평가기관마다의 평가지표와 전문가 및 사용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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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가기간 평가기관(업체) 대상 상세 결과

’11년 11월∼12월
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

공공기관

10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HangleCard,

뉴스코리아,

경기문화의 전당,

임출산육아정보,

구미중소기업,

한국어종도감,

한국자산관리공사,

LH 분양정보 등

평균점수가

56.0점으로

매우 저조하며,

90점 이상을

받은

애플리케이션

이 한 개도

없음

’12년

4월∼5월
실로암웹접근성

지원센터

공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0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병원정보,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

30개 중 단 한

곳만이 장애인

접근 양호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

만이 90점대로

접근성을

대체로 준수)

5월

숙명여자대학교

문형남 교수,

웹발전연구소

정부 부처

모바일 웹

29개

통계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대검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재청, 청와대,

법무부, 통일부 등

양호: 3개,

보통: 4개,

미흡: 11개,

매우미흡: 11개

-
실로암웹접근성

지원센터

국내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헬, 서울버스,

YTN뉴스, 대신증권,

멀티영어사전,

마이피플, KBS,

전체 접근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4.1점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모바일 웹 접근성 - 1 - - 1

모바일 앱 접근성 1 3 1 7 12

등의 조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해

에 비슷한 대상을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와 민간에서의 결과 차이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는 대체적으로 모바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모바일 앱에서 가

장 핵심이 되는 대체텍스트, 초점, 누르기 동작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

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표 4-11> 연도별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 현황

<표 4-12> 연도별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 내용

(기준: 2011.1.1∼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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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통·금융

·보건 분야 앱

30개

쿠팡, 케이웨더 등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공공 및 민간

앱 45개

장애인의 이용

욕구와 이용률이

높은 공공 및 민간

앱

평균점수

54.3점으로

‘매우 미흡’

’13년 9월
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

국내 대표

은행 9개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농협·

외환·우리은행:

주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없음

’14년

3월
실로암웹접근성

지원센터

인기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0개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티몬, 유튜브,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도, 쿠팡, 위메프

카카오톡 92점

‘우수’, 위메프

53점으로 ‘매우

미흡’

3.27∼4.10
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

국내 주요

카드사 10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10개 앱 중

주요 서비스

이용이 모두

가능한 것은

KB국민카드뿐

4.4∼4.17

웹발전연구소,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국내 주요은행

스마트뱅킹

10개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씨티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평균점수

59.6점으로

장애인 사용이

불편하거나

불가

4.4∼4.17
웹발전연구소,

에스앤씨랩

중앙행정기관

13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평균점수

70.9점으로

‘보통’이며,

13개 앱 중

‘우수’ 등급

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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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1
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

국내 주요

적립포인트

카드 4개

오케이캐쉬백,

해피포인트, CJ one,

oh!포인트

주요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없음

(대부분 이용

불가능)

9월
웹발전연구소,

에스앤씨랩
SNS 앱 4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사용자평가

결과, 밴드

37.5점으로

‘매우 미흡’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

국내 모바일

메신저 3개

라인(LINE),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톡이

가장 높은

점수를, 라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제4절 접근성 인식제고 활동

국내는 지난 10년 동안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5년부터 공동으로 협력하여 웹 접근성 세미나

와 경진대회,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다양한 웹 접근성 제고 활동들을 추진해오

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웹접근성연구소 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련 동향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웹접근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국

내 웹 접근성 평가 프로그램 카도와(KADO-WAH)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K-WAH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 및 민간부문 웹사이트 개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

로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접근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변하는 모바일 환경 흐름에 따라 모바일 접근성이 이슈

가 되면서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는 모바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1. 정부기관의 노력

가. 웹 접근성 인식제고

국내는 웹 접근성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접근성 순회 및 방문교육, 세미나 등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웹 접근성 순회교육은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에

10회 내외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웹 접근성 관련자를 대상으로 홈페

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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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웹 접근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대상 현장실무 특성

화 교육인 웹 접근성 방문교육은 민간기업의 웹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웹 접근성 준수 실무기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웹

접근성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이 교육에 참여자 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763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 세미나는

매월 5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웹 접근성 개발자, 담당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최

신동향, 접근성 추진전략, 사례 등 접근성 관련 동향 공유 및 활용 도모를 위한 인식제고

세미나를 실시한다. 두 번째로 2007년부터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여 웹 접근성 준수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시행하였다. 2013년까지 3,246개 웹사이트 심사를 통해 총 1,390개 웹사이트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였지만 웹 접근성 인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다수 민간 인

증기관의 운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2013년 5

월 22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 웹 접근성 인증 사업을 운

영하도록 개선하였고, 2013년 11월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인증 사업이 종료됐

다.

다음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접근성연구소 홈페이지(wwww.wah.or.kr)에

서는 2004년 웹 접근성 자동진단프로그램인 카도와(KADO-WAH)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

포하고 있다. 자동진단프로그램은 1.0을 시작으로 현재 4.4까지 개발됐으며, ‘한국형 웹 콘

텐츠 접근성 지침 2.0’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 혹은 웹페이지가 접근성 지침의 6개 세부지

침(대체텍스트 제공, 제목제공, 기본언어 명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 창 열기, 레이블

제공, 마크업 오류 방지)을 준수하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그밖

에도 웹접근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웹 접근성 표준 및 동향 자료와 웹 콘텐츠 제작기

법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 온라인 자문 서비스 또한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온라인자문은 웹 접근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의 질문 및 답변을 받

을 수 있도록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온라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 접근성 지킴이 활동은 웹 접근성 관련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웹 활용능력 관련 학

위,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며, 지킴이는 재정적·기술적 사유 등으로 웹 접근성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공공기관·복지관 등 중소 규모 사이트에 웹 접근성 지킴이를 통

하여 무료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웹 접근성 지

킴이를 213명 양성하였다. 선발된 지킴이들은 상,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웹사이

트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진단하고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웹 콘텐츠 지침 2.0을 준수하도

록 1:1 면담을 통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5,000건의 웹 접근성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2006년과 2007년에는 웹 접근성 경진대

회가 열렸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나눔 모바일 앱 공모전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8년 행정안전부와 포털

업체 7개사가 공동으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다양한 인

식제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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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계

웹사이트 수(개) 1,782 1,390 3,172

진단, 컨설팅(건) 3,000 2,000 5,000

<표 4-13>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사이트 진단 및 컨설팅 현황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웹 접근성 지난 10년과 향후 10년

나. 모바일 접근성 인식제고

PC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이 이동되면서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부기관은 모바일 접근성 인식제고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

다. 일찍이 국내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과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 1.0 등을 고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

정보화진흥원은 2014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모든 법

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품질심사를 시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체계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우수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하고 시범적으로 진단 및 컨설팅

및 품질심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최근 2014년 12월 11일에 개최된 ‘모바일 앱 접근성 세

미나 및 성과보고회’에서는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컨설팅 및 품질심사 시범사업의 성과

를 보고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스마트폰 제조사 기술동향을 통하여 주요 개발 이슈 및

고도화 사업방안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주제로 진

행됐다.

다른 사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2014년 12월 8일부터 실시한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전화이용

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사(수화통역사)가

문자, 영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쌍방향 실시간으로 전화 중계하는 서비스로 모든 일

상생활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고 있다. 앱스토어 등에서 ‘손말이음센

터’라는 앱을 내려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모바일 앱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

점차 모바일 기기로 집중되는 환경을 반영하여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

인이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앱에는 앱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가 문자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문자중계’, 이용자가 영상 수화 서비스를 요청하는 ‘영상중계’, 홈페이

지 내 전달사항을 확인하는 ‘공지사항’, 모바일 앱 이용방법을 소개하는 ‘이용안내’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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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통신중계서비스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밖의 다른 사례로 서울시 강동구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도서출판 점자에서

2014년 4월 8일 ‘모바일 점자사전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도서출판 점자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출·인쇄물과 찾아가는 점자도서관인 ‘북소리 버

스’, 점자도서 대출서비스, 녹음 도서제작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강동구와 함께 ‘점자

명함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다른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홈페이

지의 디자인을 최적화시켜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여 모바일 웹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소

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인 회수와 판매중지, 외국의 위해정보,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초기화면에 배치하였고, 메뉴를 단순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웹 접근성과 다르게 모바일 접근성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

하지만 정부기관은 다양한 방면에서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모

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시범도입 준비와 모바일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컨설팅 등의 시행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용자들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민간기업의 노력

가. 네이버

네이버는 접근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

이다. 2008년 이전부터 웹 표준화 팀에서 웹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고, 2009

년에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네이버 모바일 홈과 메일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2년 10월

에는 장애인세계대회 공식 앱을 제작하며 모바일에서도 장애인들의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 접근성 면에서는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이버 자체 가이드라인 ‘NH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이하

NWCAG) 1.0’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정한 KWCAG 2.0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KWCAG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웹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별도로

추가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사이트를 제작해야 하는 실무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NWCAG는 크게 세 단계로,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꼭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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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핵심 지침(Key Points) 8가지와 핵심 지침을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Guidelines) 27개, 끝으로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Checklist) 34

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에는 관련 장애 및 부서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고, 각 해당 지침

설명과 기대효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에서는 평가 방법 및 다양한 오류

유형과 통과 유형을 기술하고 있다. 현재 NWCAG1.0 버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 버전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네이버는 웹 접근성 관련 기술과 노하우 공유 사이트 널리(NUL,

http://nuli.navercorp.com)를 구축하여 웹 접근성 가이드와 세미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

다. 이 중 웹 접근성을 빠르고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웹 접근성 점검 도구

‘N-WAX’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서비스의 접근성 현황을 효율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 개발된 차트라이브러리(Naver Chart Library Nwagon: N-WAGON)는 널리

사이트에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

다. 2013년 11월 네이버 웹 접근성 체험공간(Special User Experience Box)을 오픈하여

전맹 시각장애인, 저시력자들이 사용하는 웹 환경, 손 떨림 운동 장애인이나 중증 운동

장애인을 위한 웹 환경 등 총 4가지 상황에 따라 웹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웹 접근성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체험관은 체험 환경을 설명하는 가이드와 특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보조기

구를 이용해 볼 수 있다.

<그림 4-6> 네이버의 널리(Nuli) 홈페이지

네이버에서는 2012년부터 웹 접근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 널리 세미나에

는 장애환경의 온라인 체험 및 활용방법, 기획 단계에서 웹 접근성 고려, 사용자 측면에

서의 웹 접근성 2.0과 2.1 지침 차이, 스크린리더 구동방식에 따른 차이와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방법에 대한 소개 등을 다루었다. 그밖에도 웹 접근성 인식 제고

를 위해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책자 「HTML/CSS 코딩컨벤션」과 「웹 접근성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출간하였다. 2014년 8월 네이버는 스마트폰 기기가 다양화됨에

따라 해상도와 각 콘텐츠 특성에 맞는 UI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상도에 따라 콘텐츠가 자

유롭게 변환될 수 있도록 모바일 메인 페이지를 개편하였고 자체적으로 만든 모바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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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 가이드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바일 접근성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다음

다음은 2006년 ‘웹 접근성 사용자 테스트’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웹 접근성 개선은 물

론 사용 방법까지 사용자의 서비스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는 다음의 웹 표준 및 접근성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 다룸(http://ui.daum.net)을 오픈

하고, PC 웹·모바일 웹·모바일 앱에서의 표준 기술 및 접근성 준수 가이드와 평가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PC 접근성 지침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웹 접

근성 제고를 위한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

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바일 접근성은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으로 분류되며, 모바일 웹 접근성 지침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준수사항과 권고

사항으로 구분되어 15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반면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으로 구분되며 해당 사

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개의 검사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7> 다음의 다룸(Darum) 홈페이지

다음은 화면의 글자를 읽어주는 스크린리더와 사용자의 몸짓에 반응하는 제스처와 같

은 사용 방법에 따른 사용자의 서비스 피드백을 통해 사용성을 개선하고 있다. 국내 웹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내부적으로 FT(Front end Technology)개발 가이드를 강화하

고 FT개발 직군으로 구성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TFT를 구성하여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을 고려한 FT 개발 방법론 연구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웹 접근성 지

침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스 코드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연구를 강

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와 OS 환경에서의 테스

트를 실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음의 모바일생활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보이스오버를 사

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테스트 결과와 의견을 반영한 iOS 뮤직앱 개선 현황을 공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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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각장애인도 음악검색을 할 수 있도록 아이폰의 음성인식 프로그램 보이스오버를 적

용하였다. 보이스오버가 콘텐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지, 버튼 등에 ‘대체

텍스트’를 강화했으며, 사용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읽어주는 ‘포커스

이동’ 기능을 개선했다.

2014년 9월에는 다음 카페 모바일 웹을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UX)을 적용하

여 추천 콘텐츠를 전면 배치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모바일 환경과 특성에 맞춰 불필요

한 메뉴 선택 과정을 최소화하여 간편 조작과 편집 기능을 적용하였다. 게시물 목록을 하

나씩 선택할 필요 없이 화면을 좌우로 쓸어 넘기는 스와이프(Swype) 기능으로 개선하여

목록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시판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다음의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mypeople)은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 음성 및 영상통화

시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버튼을 대체텍스트로 제공해 주고 있다. 마이피플 모바일 앱의

각 이미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분리해 시스템 폰트로 구현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모바일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톡백’

에서 이 시스템 폰트가 읽혀지기 때문에 마이피플 주소록에 등록된 친구 찾기, 메시지 대

화나 음성 통화하기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도 앱에서도 길 찾기, 출발지 및 목적지

설정, 경로 탐색 결과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다음은 PC

와 모바일 웹 또는 앱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하게 다음 이용자들이 최대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다. 카카오톡

카카오톡(Kakaotalk)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이다. 카카오톡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시간을 음성

으로 말해주어 사용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저장시간 읽어주기'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카카오프렌즈’에 캐릭터 이름과

표정을 설명하는 음성 안내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도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180여 가지의 이름과 표정을

설명해주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한다. 예컨대 캐릭터 중 ‘프로도’는 ‘프

로도/미소/이모티콘’이라는 음성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표정을

선택 및 발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카카오프

렌즈 이름과 생김새, 탄생 배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점자 카드를 제작해 관련 단체

에 배포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인 ‘카카오아지트’에서 접근성에 대한 논의나 업무를 공유하는 독

특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 아지트’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선된 기능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시각장애인과 함께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라는 타이

틀에 걸맞게 사용자 누구나 불편 없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을 적

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카카오 구성원 전체가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고 시각장애인이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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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8> 카카오톡 점자카드

라.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손쉽게 IT제품을 사용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성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삼성전자의 접근성 제고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접근성 전담조직에서는 장애 특성

및 유형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등을 통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접근성 전담 조직 운영과 사용자 참여 중심의 접근성 UX 디자인, 제품 사용에 대한 음

성 강의 및 점자책, 동영상 등 제품·서비스·교육 경험 체계 지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밖에

도 보조기술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alk

Back과 글꼴 크기 조정,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색상과 음영 조정 및 간단한 제스처 기능

을 통해 화면을 쉽게 확대하고 축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 있다. 이 중 ‘S 보이스

기능’은 손을 이용하지 않고 음성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외

에도 사운드 밸런스, 플래시 알림, 사운드 적응, 모노 오디오, 모든 소리 끄기, 진동 패턴

만들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성 개발을 통해 삼성전자는 각자의 환경적 제약을

벗어 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각·청각·지체·인지장애자를 위한 갤럭시 S 시리즈는 접

근성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기능이 보완됐다. 갤럭시

S5의 경우, 28개 접근성 기능이 탑재돼 있고 갤럭시 노트3부터는 진동 알림 기능을 비롯,

S펜을 활용한 청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기능이 추가됐다. 주요 접근성 기능은 2014년부터

출시되는 스마트 TV에도 통합, 적용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2014년 3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조한 보급형 ‘갤

럭시 코어 어드밴스’를 출시하였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액세서리는

3G(3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용으로 ‘초음파 커버’, ‘옵티컬스캔 거치대',

‘보이스라벨' 등 3종을 제공하고 있다. 초음파 커버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보행자 전면

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주변기기로 일명 ‘초음파 지팡이'라고 불린다. 갤럭시 코어 어드밴

스에는 초음파 센서가 탑재돼 있어 2m 이내 물건을 인식할 수 있고, 카메라를 이용해 빛

의 방향을 알려주고 배터리를 절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은 화면에서도 음성명령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옵티컬스캔 거치대는 옵티컬스캔을 통해 정확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치대로 인쇄물을 올려놓으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읽어준다. e북, 문서 등 화

면의 텍스트 내용을 스캔해 음성으로 읽어주고 사진을 찍을 때 사람 수와 방향을 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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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이스라벨은 NFC(근거리통신기술)을 이용한 액세서

리로 라벨이 부착된 물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녹음된 내용이 재생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다른 스마트폰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삼성전자는 단순히 제품을 통한 접근성 개선 노력 외에 ‘더불어 삶’의 취지 아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해 오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기술

학습 지원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기 녹음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다.

<그림 4-9> 초음파 커버(좌), 옵티컬스캔 거치대(우)

제5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의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동향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

다. 웹 접근성의 경우 해외에 비해 준비단계가 늦어졌지만 지난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법률 정책, 표준 및 지침, 실태조사, 인증마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

기 때문에 초기에 비해 웹 접근성 준수나 인식 정도는 이전보다 확연히 개선되었다. 특

히 정부기관에서는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접근성 준수

정도를 높였고, 뒤를 이어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데스크톱과 노트북으로 대변되던 PC환경이 2009년 스마트 혁명을 몰고

온 아이폰 출현 이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빠른 확산으로 PC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왔다. 이러한 정보기술(IT) 기기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뿐만 아니

라 장애인과 고령층 등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접근성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난 10년 동안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에 비해 모바일 접근성의 법·제도

적 마련이 부족하며, 실태조사 등과 같은 인식제고 활동 면에서도 아직 초기단계에 머

무르고 있다. 이에 국내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모바일 접근성의 인식제고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Ÿ 모바일 접근성의 법적인 제도 마련

Ÿ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지침 강화

Ÿ 모바일 접근성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인증마크 도입 등 인식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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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민간 기업에서의 모바일 접근성 우수사례 부각

국내는 이전부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웹 접근성과 관련된 법적인 제도가 있지만 모바일 접근성은

이에 비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제도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는 웹사이

트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상이 웹사이트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재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영역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웹 접근성과 같이 모바일 접근성에도 적용되는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

재 지침은 각 관련 항목과 준수 기준을 중심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사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어 지침에 따라 접근성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사용에 불편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평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

트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 기준으로서 사

용성 중심의 평가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개발자 위주의 전문가주의가 가지는 한계

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모

바일 접근성 개선 노력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평가 절차 역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모

바일·융합 환경에서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접근성 대상에 해당될 것이다. 이

에 따라 지금 법이나 지침으로는 모바일 접근성을 의무화시키거나 평가 및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지침에 사용성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

국내 정부기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초창기에는 웹 접근성 준수 상태가 미비했지만 계속적인 노력으로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은 초기보다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보다 늦게

실시된 민간부분의 웹 접근성 점수는 공공기관에 비해 점수가 저조하지만 매년 평가가

진행될수록 향상되고 있다. 반면 모바일 접근성은 2011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

지만 웹 접근성에 비해 접근성 점수가 많이 미흡한 수준으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웹 접근성과 동일하게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기관에서는 모바일 접근성 인식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지침 개정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를 발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수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민간 기업은 모바일 접근성 인

식을 높이고자 모바일 접근성 캠페인 활동이나 세미나 개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관련 담당자 외에는 모바일 접근성

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며 정부의 협력이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접근성 인식제고 활동을 위해 협력

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도 모바일·융합 환경에 따른 모바일

접근성 인식을 높이려면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움직임

이 필요하다.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다

양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와 기술개발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정부는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기업 등의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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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민간은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모바일 접

근성 인식제고를 위해 기술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정부를 도와 협력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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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외 접근성 동향 분석

오래전부터 해외는 국내보다 장애인 접근성 관심이 높아 접근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이 구축됐다. 미국에서는 장차법이 도입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21세기 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장차법을 제정함으로써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등 법 제도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웹 접근성과 달리 어느 나라에서도 모

바일 접근성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이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모바일 접

근성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나 정책, 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웹

접근성의 한 부문으로서 연계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접근성의 개념과 정책

의 논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통신, 인터넷 등 제

품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도구와의 호환성 등 넓은 범위

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접근성을 언급

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

다.

이러한 국제 사회적 배경에서 접근성의 준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용도이끌어낼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접근성을 법률로써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국내 관련 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렵다. 이에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업에게 접근성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웹 접근성 정책적 측면에서의 선도 국가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국제연합

(UN) 등의 접근성 법률 및 정책과 각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강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는 점에서 국제연합으로서 UN을 주요 국가 접근성 제고 동향의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국가별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접근성 법률, 정책 중에서도 특히 모

바일 접근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접근성과 관련해 주요국가 외에도

W3C, ITU 등의 국제기구의 표준 및 지침의 동향도 분석하며 이 밖에 접근성 인식제고

를 위한 모바일 접근성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주요 국가 접근성 제고 동향

1. 미국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990년대부터 장애인의 차

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침을 발표,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정책으로 미국 장애인법, 재

활법 508조,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이 대표적이며 공통적으로 웹 접근성을 의

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국민의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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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기관의 웹 접근성 인식제고 활동에 따른 우수 사례와 민간에서의 접근성 사

례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성 정책 및 법률, 표준 및 지침, 접근

성 인식 제고 동향 및 협력 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접근성 정책 및 법률

1) 미국 장애인법

미국은 웹 접근성 제고와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였다. 미국 장애인법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평등보호조항

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와 평등권 실현을 보장하고 있으며, 1964년에 제정된 시민

권법(Civil Rights Act)의 구조와 틀을 장애인 영역에 확장하고 구체화하여 마련된 총체

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변용찬, 2007). 이는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사회에서 물리적, 프로그램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장애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연방법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시민권

리 보호를 제공하고 고용, 공중편의시설, 공중 서비스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미국

장애인법은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 조달, 유지, 보수, 사용되는 모든 전자 정보기술의 데

이터와 정보는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

로써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 장애인법은 정보통신의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1996년

미국 법무부는 미국 장애인법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으로 확대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여, 인

터넷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밝혔다.

2) 재활법 508조

미국 정부가 1973년 중증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에서는 연방 우편업무를 포함하여 연방부처

나 기구가 전자 및 정보기술(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EIT)을 개발, 조달,

유지 사용할 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 직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은 반드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지나친 부담이 될 때는 연방부처나 기구가 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활법 508조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방정부 구매정보, 관련 뉴스 및 법률, 교

육훈련, 접근성 포럼,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활법 508조에

따른 기술규격을 제정하고 2001년 6월부터 정부와 소속기관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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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무화 하고 있다.

3)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2010년 8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포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The 21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 이하 21세기법)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와 TV에서의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부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21세기법은 통신 및 비디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바일을 포함한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조와 203조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

에 대한 화면해설과 폐쇄 자막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디지털 방송수신 장비의

UI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제화하였다. 718조(스마트

폰의 접근성 보장)에서는 장애인의 사용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

우 동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후 3년 이내까지 미국 내에 시판되는 모든 스마트폰이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3년 10월부터는 접근성을 보장

하지 않는 제품들은 수출이나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21세기법은 크게 통신 접근과 비디오 프로그래밍 접근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통신

접근에는 장애인이 고급화된 통신 서비스 및 장비의 접근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고급화

된 통신 서비스는 첫째,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Interconnected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Service: VoIP)와 둘째, 상호 연결되지 않은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

스(non-interconnected VoIP Service), 셋째, 전자 메시징 서비스가 해당된다. 서비스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와 비디오 통신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웹

브라우저가 탑재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통

신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한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정보센터 설립과

고급화된 통신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는 전화기 및 유사 장비에 대한 청각 보조 도구 호

환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통신 중계 서비스(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 TRS)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을 지원하고 다른 유형의 중계 사용자간 통신을 허

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상호 연결된 VoIP 및 상호 연결되지 않은 VoIP 서비스 제공

자가 주간 통신 중계 서비스 기금(Interstate TRS Fund)에 기부 요구 등이 있다. 비디오

프로그래밍 접근에는 TV상에 닫힌 자막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때에도 닫힌 자막이 되

도록 비디오 프로그래밍 의무를 규정하고, 닫힌 자막 규정 면제 요청에 대한 FCC의 응

답 기한 설정과 비디오 프로그래밍 배급자, 제공자 및 소유자가 시각 또는 시력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긴급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무 규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용

TV, 노트북, 스마트폰처럼 13인치 미만의 화면에서도 닫힌 자막이 표시 되도록 비디오

프로그래밍 장비의 의무화 규정 확대 등이 해당된다.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의 ‘The CVAA Rulemaking and Order from

October 2011(2011년 10월 규칙 제정 및 명령)’은 고급화된 통신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

션이 준수해야 하는 성능 목표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목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색맹, 지체장애, 언어장애 등이 있는 사용자의 접근을 포함하며 시각 또는 청각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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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내용

통신 접근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기반 통신 중계 서비스 보장

② 고급화된 통신 서비스와 장비의 접근성 준수

③ 접근성 미준수시 장애인의 민원 제기 및 조사

④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준수

⑤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통신 이용 보장

⑥ 재난 접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디오

프로그래밍 접근

① 비디오 프로그래밍 및 재난 접근성 자문위원회 구성

② 화면해설 및 닫힌 자막 제공

③ 디지털 방송수신 장비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하지 않는 정보의 사용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 기존의 장애인법과 재활법 508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와 TV와 같이 차세대 인터페이스 및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정보통신 주력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접근성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접

근성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5-1>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의 주요 내용

4) 표준화 정책 추진

미국은 전통적으로 산업체 중심의 사실표준화 활동이 주류이나, 최근 공식표준화 활동

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표준 이용을 의무화하고 민

간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996년 기술이전촉진법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NTAA) 제정으로 연방정부는 민

간의 임의 표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위해 2004년 표준개발기관 진흥법(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Advancement Act: SDOA)을 제정하여 민간표준개발기구의 공동연구개발을

독점금지법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ANSI 등 민간표준화기구와 협력

하여 국가표준화통합전략(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을 수립하였다. 2011년 경쟁

법(COMPETES Act)을 통해 미국 NIST(국립표준기술원)에 긴급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새로운 표준 개발 업무를 부여했다. 미국은 201년 2월 대통령이 발

표한 ‘미국 이노베이션 전략: 경제 성장 및 번영 보장(A Strategy for American

Inovation: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에 따라 연방정부의 표준화

참여 가이드라인(미국 과학기술정책국·무역대표부·예산관리국 MoU)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한 OMB A-19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ICT 표준화 전략 없이 특정 분야별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200년 8월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ute(ANSI)와 협력하여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NS)를 발표하였다. NS는 국내외적인 표준화 환경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ANSI를 중심으로 표준화기구,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

계인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작성한 국가표준화 전략이다. 이후 표준화 이슈와 트렌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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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기 위하여 ANSI는 204년 3월 USSC(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 Commite)를

구성하여 NS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고 2005년 12월, 2차 전략인 USS(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NS의 명칭을 변경하여 글로벌화 트렌드와 새

로운 형태의 표준 개발 활동, 유연한 표준화 환경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0년

12월 3차 USS로 재승인되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전략은 표준화의 기본 원칙들

을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 ICT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전략은 없는데, 이는 민간 부분의 자

율성을 강조하는 미국 표준화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그리드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 개발 및 시행 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이는 201년 2월 발표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정책인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Securing Our Economic Growthand Prosperity’ 에서도 기초 연구

강화 및 활용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나. 표준 및 지침

미국 접근성 위원회(U.S Access Board)는 재활법 508조에 연방 전자 및 정보 기술에

요구되는 접근성 표준을 만들었다. 제정된 기술표준 중 §1194.21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

이션 및 운영 시스템’과 §1194.22 ‘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그

리고 §1194.31 ‘기능적 성능 기준’은 508조의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으로 모바일 콘텐츠에

적용된다. 이 중 §1194.22는 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Web-based Intranet and Internet Information and Applications)은 웹 접근성 제고를 위

한 지침으로 항목 (a)부터 (p)까지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홈페이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접근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94.22는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WCAG 1.0)의 중요도

1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특수 조항들을 추가시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6년 3월 미국 접근성 위원회는 웹, 정보통신 기

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재활법 508조의 세부 기술표준에 대한 개선을 밝혔으며, 학계, 장

애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접근성 개선을 위해 표준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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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텍스트가 아닌 요소에 대해서는 대체텍스트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b) 멀티미디어는 동등한 대체 요소가 멀티미디어 내부에 협상되어야 한다.

(c)
웹 문서에 표시된 색상을 이용한 정보는, 색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맥을 통해서 마크업으로 표시 되어야 한다.

(d) 문서는 연결된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지 않고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e) 서버 측의 이미지맵의 각 활성화된 부분마다 별도의 텍스트 링크가 지정되어야 한다.

(f)
이미지맵의 각 부분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면, 서버 측의

이미지맵 대신 클라이언트 측의 이미지맵을 제공해야 한다.

(g) 데이터 테이블의 행과 열 헤더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h)
행과 열의 헤더에 있어서 2개 이상의 논리 수준을 갖는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마크업을

사용하여 데이터 셀과 헤더 셀을 연결해야 한다.

(i) 프레임은 프레임 확인과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텍스트로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

(j)
웹 문서는 스크린이 2Hz 이상 55Hz 이하의 주파수로 깜빡이는 일이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k)

어떤 웹사이트가 본 장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작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정보와 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는 텍스트만으로 작성된 별도의 웹 문서를 함께 제공해

야 한다. 넥스트만으로 작성된 웹 문서의 내용은 원래의 문서 내용이 업데이트 될 때

마다 함께 업데이트해야 한다.

(l)

웹 문서에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표시하거나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할

때는, 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능적 텍스트로 표시하여 보조기기로 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m)

웹 문서에서 내용 판독을 위해 애플릿, 플러그인, 기타 등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는 위의 (a)항부터 (l)항을 준수하는 플러

그인이나 애플릿을 제공하는 주소를 링크해야 한다.

(n)

전자 양식을 사용하고 온라인 상태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가 전자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고 안내문 및 지시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필드 요소, 기능 등을

접근하기 위해 보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o) 반복되는 이동 링크를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을 사용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p)
응답에 시간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

야 한다.

<표 5-2> 미국 재활법 508조 웹 콘텐츠 접근성 표준

미국은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통신법 255조(Section 255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를 규정하였으며, 1998년에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규

정을 준수 하도록 통신법 접근성 지침(Telecommunication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을 제정하였다. 최근 2011년 재활법 508조와 통신법 255조 지침이 통합되어 ‘정보통신기

술 표준 및 지침(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andards and

Guidelines)’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개정중이며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품목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2011년 12월 초안에 의하면, 이전에는 웹사이트, 인터넷, 전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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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소리 활성화

(402.2.1)

사용자조절

어떠한 소리도 어떤 조치가 선택되면 자동적으로 중지되어야

한다. 소리는 반복되고 중지될 수 있어야 한다.

(402.3)

음량 조절

(402.3.1)

개인 청취

402.2에 의해 요구되는 소리가 개인 청취를 위한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ICT는 음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작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402.3.1)

스피커

음량

소리가 ICT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전달될 때, 증분 음량 조절

(incremental volume control)은 최소한 65dB 수준까지 출력

증폭을 할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위의 소음 수준이

45dB 이상인 환경의 경우, 사용자가 음량을 주위 수준보다 최

소 20dB 이상 증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 후에 매번 음량을

디폴트 수준으로 자동 리셋 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02.4)

문자

화면에 제시되는 문자는 산세리프체이어야 한다. 문자는 위첨자 글자 ‘I’을

기준으로 최소 높이가 3/16인치(4.8㎜)는 되어야 한다. 문자는, 밝은 문자에

어두운 배경색 또는 어두운 문자에 밝은 배경색 중 하나로, 배경색과 대비되

어야 한다.

(407.1)

대비

키(keys)와 컨트롤(controls)을 제공하는 경우, 양자는 배경색과 시각적으로

대비(contrast)되어야 한다. 문자와 기호도 배경색과 시각적으로 대비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대비는 어두운 색 위에 밝은 색 또는 밝은 색 위에 어두운

색 중 하나이어야 한다.

(407.3)

촉각으로

인식 가능

각 기능에는 최소한 하나의 촉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입력 컨트롤을 제공해

야 한다. 제공하는 경우, 디스플레이 화면의 활성 영역에 있은 키 표면은 둘

러싸고 있는 표면보다 위로 도드라져야 한다. 터치나 박막(membrane) 키가

유일한 입력 방법인 경우, 각 키는 둘러싸고 있는 표면과 연접된 키들과는

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07.3.1)

확인

조작 가능한 부분들은 활성화하지 않고도 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07.4) 키 반복(key repeat)이 되는 알파벳 키보드가 제공되는 경우, 키 반복 전에

스크톱PC, 하드웨어 등 6개 제품 형태별로 구분된 것을 2010년 수정안에서는 기존 제품

의 이름이 아닌 제품의 기능을 기준으로 변경해 규정하였다. 2010년 10월 ‘웹 접근성 국

제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접근성 위원회의 티모시 크레건(Timothy Creagan)에 의하면,

기존처럼 전화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화기에 있는 볼륨 조절 자체가 하나의

기능으로 간주해 규정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지원서비스와

같은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지침과 표준 등으로 내용이 구성됐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재활법 508조에서 전자정보기술(EIT)라고 표기했던 것을 정보통신기술(ICT) 용어로 변경

했다. 또한 현재 표준은 7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수정안에 세 가지의 규칙이 통합

되면서 200개 조항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렇듯 미국은 현 시점에 맞는 지침을 개

정 및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

다.

<표 5-3> 재활법 제508조 개정 초안 일부(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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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반복
지연(delay)이 최소 2초까지 조절 가능해야 하며, 키 반복율은 문자 당 2초까

지 조절 가능해야 한다.

(407.5)

숫자키

숫자키가 제공되는 경우, 숫자키는 12개 키의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전화

기 키패드 배치로 배열되어야 한다. 숫자키 5는 다른 키들과 촉각적으로 인

식할 수 있어야 한다.

(407.6)

시간제한이

있는 응답

시간제한이 있는 응답이 필요한 경우, ICT는 사용자에게 터치나 소리로 알

려주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07.7)

상태 표시자

모든 잠금 또는 토글 컨트롤이나 키를 포함하여, 상태 표시자(status

indicators)를 제공하는 경우, 상태 표시자는 터치나 소리를 통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07.8)

색상

ICT는 색상 코딩을 정보를 전달하고, 효과(action)를 나타내며, 반응을 촉발

하거나 또는 시각적인 요소를 구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07.9)

조작

조작 가능한 부분들은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꽉 잡거나 꼬집거

나 손목을 비틀게 해서는 안 된다. 조작 가능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힘은 최대 5파운드(22.2 N)이어야 한다.

(408.8)

비디오 커뮤

니케이션

쌍방향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ICT가 실시간 비디오 기능을 포함하

는 경우, 비디오의 화질은 수화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409.1)

자막처리 기

술 일반사항

(409.1.1)

개방자막에

패쇄 자막

디코딩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와 디스플레이가 동기화된 오디오 정

보를 담고 있는 비디오를 처리하는 경우, 플레이어와 디스플레

이는 폐쇄자막(closed caption) 자료를 디코딩하고 개방자막

(open-captioned)

신호를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전송해 주어야 한다.

(409.1.2)

폐쇄자막

자료 전송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와 디스플레이가 동기화된 오디오 정

보를 담고 있는 비디오를 처리하는 경우, 플레이어와 디스플레

이는 디스플레이 될 텍스트로 디코딩하기 위해 폐쇄자막 자료

를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전송해 주어야 한다. 케이블과 보조

장비는 폐쇄자막의 전송을 막아서는 안 된다.

자료: 노석준 외 3인(2013), 모바일 교수자료 접근성 지침 개발 및 제작 방법 연구

다. 접근성 인식제고 동향 및 협력 기관

1) 접근성 인식제고 사례

미국은 웹 접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등이 중심으로 컨퍼

런스, 교육, 경진대회, 세미나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 주제만을

따로 다루기보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술, 보조기기 관련 행사들 안에서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기술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기적인 연례행사를 통해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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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국민 및 글로벌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첫 번째

로 미국 보조공학 산업 협회 ATIA(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는 장애

인 대상 봉사자들을 위한 전문 실무자 교육 및 통신 포럼을 주최하고 있다. 1999년 1월

말부터 매년 전문 포럼을 개최하는 ATIA는 현재 북미에서 가장 큰 회의로 손꼽히고 있

으며, 보조공학기기 제조업자와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컨퍼런스

기간 중에는 리더십포럼(ATIA Leadership Forum on Accessibility)을 통해 대기업, 정부

기관,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보조공학 활용 사례와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

째, 미국 재활복지공학회인 RESNA(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는 매년 6월마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

육 코스, 워크숍, 학생 경진대회, 전시, 시상식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3월 연례회의 중 첫 번째로 진행될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는 ‘기술 및 노화’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보조 기술, 재활, 디자인, 장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자들의 발표

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과 재활 공학 기술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5-1> ATIA 컨퍼런스 

세 번째로 1983년에 설립된 Closing The Gap은 보조기기 업체로 특수교육과 재활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기술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매년 10월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

으며,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에서의 보조기술 자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 CSUN(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은 1986년부터 매년 3월 캘

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스리지 캠퍼스에서 국제 기술 및 장애인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

한다. CSUN은 업계의 전문가, 교사, 기술공급 업체, 연구자 및 현장에서 액세스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13년 2월 제28회 CSUN은 약 3,000∼4,000명이 참석해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컨퍼런스 주제는 ‘장애인 접근성 개선’으로 정부 정책 소개

부터 기업별 접근성 개선 노력과 관련 기술, 웹·모바일·스마트TV를 아우르는 접근성 개

선 기술과 서비스, 고령화 사회와 교육 영역에서 장애인 접근성 지원 방안 등으로 다양했

다. 박람회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회사가 약 200개 참여해 기존에 PC나 별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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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내용

미국보조기술

산업협회(ATIA)

Ÿ 2014년 1월 29일 올랜도 회의에서 2,6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국제사

회를 주제로 관련 동향과 패널들의 토론 진행

Ÿ 세계 각국의 동향과 발전을 모색하고 풍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 제공

RESNA Conference

Ÿ 교육 코스, 워크숍, 학생 경진대회, 전시, 시상식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Ÿ 특별관심그룹(Special Interest Groups: SIGs)과 전문특수그룹

(Professional Specialty Groups: PSGs)을 구별하여 분야별 회의를

개최

Closing The Gap

Ÿ 최근 2014년 10월 13∼17일, 미네아폴리스(미네소타)에서 제32회 학

술대회 개최

Ÿ 컨퍼런스와 동시에 개최되는 보조기기 전시회를 통해 보조기술, 정보

격차, 접근성 등 관련된 최신 동향 파악

Ÿ 장애인을 도와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격월

간으로 1년에 6회 잡지 발행

CSUN Conference

Ÿ 컨퍼러스와 함께 보조기기 업체들이 참여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및

보조기기 전시회도 함께 개최

Ÿ 최근 2014년 3월 17∼23일, 샌디에고에서 제29회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ference’ 개최

접근성 인터넷 대회

(AIR)

Ÿ AIR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웹 디자인 콘테스트로 웹 개발자, 디자이너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함

드웨어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던 장애인용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활용 가

능하도록 개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모바일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

근성 인터넷 대회 AIR(Accessibility Internet Rally)은 미국의 비영리기관 Knowbility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접근과 정보 기술의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매

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덴버, 애틀랜타, 오스틴 등 대도시들에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

고 있다.

<표 5-4> 미국의 주요 웹 접근성 컨퍼런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CIO리포트 16호, 일부 수정

2) 관련 단체: 시각장애인연맹(NFB)

1940년에 설립된 미국의 시각장애인연맹(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NFB)은 미

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시각장애인 단체로 현재 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NFB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해마다 10월이 되면 시각장

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계몽행사와 관련 집

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 기술 교육계발 활동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이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및 사용성과 접근성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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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인식 등 시각장애인의 기술 및 정보 접근에 대한 개선을 위해 발표하고 있다. 웹

접근성 인증 역시 NFB의 주요 활동분야 중 하나이다. NFB의 접근성 기술팀은 세계적으

로 저명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점자 및 기술센터를 운영하며 시각장애인들의 가전제

품 선택가이드 등과 같이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NFB는 기술적인 혁신과

모범사례 제공 외에도 시작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NFB와 매사추세츠 법무

장관의 사무실과의 협상 결과로, 직업 검색 기업 ‘Monster Worldwide’가 웹사이트와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각장애인 구직자들에게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첫 번째

기업으로 발표되었다. 그밖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주요 기술개발 및 제품을 제공하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같은 기업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3) 웹 접근성 준수 사례

미국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2009년부터 오바마의 오픈 거버먼트 플랜(열린 정부 계획)을

추진하면서 초기부터 웹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선

진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접근성 및 개방에 대한 문

화적 인식 등 제반 인프라가 마련되어 질적 성장이 가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첫 번째,

백악관 홈페이지는 스크린리더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사이트가 보유한 이미지에 ‘alt

tag’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페이지 접속 시 사이트 헤더를 지나쳐, 주

콘텐츠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인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대통령 연설이나

발표를 텍스트문과 함께 오디오 클립으로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그래픽 사진의 접근

성을 높이고자 텍스트 버전을 사용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민

개개인의 사회 안전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부 사회보장국 포털(Social Security

Portal) 사이트에서는 텍스트와 오디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 기술인 웹 스크린리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미국 하원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웹 접근성과 웹 표준 적용에 관한 안내 설명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으

며,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음성서비스, PDF, 멀티미디어 플러그인과 같은 유

용한 툴 제공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

고 모든 사용자가 어려움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

농업국(U.S. Department of Agriculture)과 샌프란시스코 주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 부분

에서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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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백악관 홈페이지의 접근성 안내

2. 영국

영국은 유럽연합(EU)내에서 접근성에 대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5

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공하며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왕립 시각 장애인 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RNIB) 등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정책의 제정

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로서 장

애인차별금지법, e-접근성 실행 계획, 디지털 브리튼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지침

과 동향을 통해 협력 체계와 민간의 활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접근성 정책 및 법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부(Department for Wokr and

Pensions: DWP), 평등인권위원회(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를 중심

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국은 1995년 11월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이하 장차법)을 제정하여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였다. 특히 19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 하는 것,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조건을 요

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5년 장차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령에 의해 국

가장애위원회(The National Disability Council)가 설립되었으나 장애인 개인의 권리를 위

한 소송이나 개인 지원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99년에

장애인권리위원회법(Disability Rights Commission Act)을 제정하고, 다음해 4월 장애인

에 대한 기회의 평등 증진과 차별을 중지하기 위한 취지로 장애인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RC)를 설립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네트워크 운영자를 포함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장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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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모바일 산업에 속한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일반 공공에게 시판되는 제품과 서비

스 제작을 포함하는 경우 장차법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자와 모바일 제품 및 서비스 소매상은

장차법이 제정한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포함된다. 각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법규와

마찬가지로 장차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장애가 있는 소비자는 다양한 범위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바일 산업 고객의 중요한 그룹으로 청각, 시각, 이동, 지체 그리

고 언어 장애 및 학습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소비자를 포함한다. 또한 고령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나 자신을 장애인으로 보

거나 또는 장애로 표현하지 않는 많은 노인들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애로 말미암

아 일반적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 사용자 그룹이 존재하기 때

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야 할 필요가 있다.

2) e-접근성 실행 계획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누구에

게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e-접근성 실행 계획(The eAccessibility

Action Plan)을 2010년에 발표했다. e-접근성 실행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실현되는 디지털 경제 안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사

회적인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세상에서 인터넷 접속, 모바일, TV,

라이도 등 e-접근성과 관련된 수많은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 업계, 자원 활

동 등 각 분야 간 상호 협력하여 도전과제를 해결하고자 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하드웨어(TV, 라디오, 컴퓨터 등) 및 소프트웨어(점자 프린터,

광신호기,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접근성 향상을 포함해 장애인도 일반 사용자와 같이 디

지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

의 새로운 규제 방식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부문 웹사이트 개선하고 전자도서와 같은 시각장

애인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정보사회에

의 참여를 위해 디지털 경제에서 장애인 계층이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하여 통합적인 사

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실행 계획이 실시되었다. 실행계획은 정부, 업계, 자

원 활동 등 각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는 e-접근성 포럼(eAccessibility Forum)에서

수행하며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비자 전문가 그룹(Consumer Expert

Group: GEG)이 권고한 16가지 사항에 대해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개발하였는데 보조기

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이용 가능한 정보의 제공, 웹사이트 디자인 향상, 웹디자이너 교

육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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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1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비용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체제정립에 힘써야한다.

3 정부는 장애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4 지역차별 없이 장애인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교육을 영국 전역에 걸쳐 제공해야 한다.

5
정부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이 지식 정보사회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한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6
정부는 ‘모든 세대를 위한 정보사회 구축’ 전략에 발맞추어 웹사이트를 올바르게 설계하

여 모든 사용자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웹 저작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는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래밍 및 디자

인 제작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8 정부는 차세대 웹 디자이너들의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9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WCAG 2.0) 가이드라인 수행

방법에 대한 비기술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10
웹사이트 감사에 대한 승인은 영국 산업규격 인증마크(BSI Kite Mark)를 통해 실행하고

최소한의 기준만을 가지고 웹사이트 접근성을 감사해야 한다.

11
정부는 IPTV, VoIP, TV 등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규 온라인 서비스에도 접근성 향

상을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12
장애인들도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차별 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13
ID 도용 및 사기 등과 같이 인터넷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

한 교육과 공공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14
온라인 신용사기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

통하기 위한 전략적 캠페인을 실시한다.

15
이동전화 및 PDA 사용 증가와 TV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수단

으로써의 인터넷의 사용률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16
모바일 인터넷 접속 시 모바일 기기로도 시각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

크립팅 지원을 해야 한다.

<표 5-5> 소비자 전문가 그룹의 16가지 권고안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인터넷&시큐리티 이슈」11월호

3) 디지털 브리튼 정책

2011년 이후 영국 정부의 디지털 통합 관련 정책은 인프라나 접근에 대한 해결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물리적 인프라 건설은 정부에 의한 투자와 함께 시장에 의해 촉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정부는 정보격차에 대한 정책에서 기술과

연계된 격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용 문제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9년 4월 영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장기계획을 제안하는 디지

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 영국의 국

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진단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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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격차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디지털 브리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혹은 스마트 환경 하에서 영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경제·산업적 목표 및

정책과 더불어 디지털 사회참여나 디지털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문화적 목표 및 정책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브리튼 보고서는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인터넷, 디

지털TV 등 영국의 디지털 기기 보급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디지털 소외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적

인 이유로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브로드밴드에 가입하지 못하고 온라인 커뮤

니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해 온라인에 접근 및 이용을 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배제자들은 저렴한 온라인 쇼핑이나 SNS, 헬스 케어 및 공공서비스에 접근하

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소외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사회가 제

공하는 혜택과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영국 국민들의 디지털 이용 고도화

를 위해서는 정부가 디지털 참여와 디지털 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

하게 밝히고 있다. 디지털 참여와 통합 정책을 통해 영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국가

(Digital UK)를 넘어 디지털 평등 국가(Digital equal UK)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6> 디지털 브리튼 5대 목표

구분 내용

목표 1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로 유무선 및 방송 네트워크의 개선 및 현대화

목표 2
디지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역동적인

투자 환경 조성

목표 3
영국 국민을 위한 영국 고유의 콘텐츠 육성: 모든 영국 시민의 흥미와 경험 및 수요

에 부응하는 콘텐츠 육성, 특히 공정한 뉴스, 논평, 분석 제공

목표 4
모든 국민의 공정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에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Digital Literacy) 향상

목표 5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자료: 정보통신정책학회원(2009),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권 3호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브리튼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사용자 교육 확대, 미디어 리터러

시(활용능력) 강화,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

인 실행계획으로 하는 오프콤에서 BBC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

련 법안 및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 미디어 리터러시 계획(National

Media Literacy Plan)’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목표를 성정하도록 하였다. 영국 정부 주도

의 접근성 정책은 모든 국민의 디지털 이용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참여와 통합이라는 목

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포함한 사용자들이 스마트

모바일 이용환경에서 미디어를 이용하고 이해하며 생산적, 창조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리

터러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SNS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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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지털 참여와 통합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4) 커뮤니케이션 법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커뮤니케이션 법

(Communications Act)을 시행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방

송과 수화방송을 실시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방송을 제공해야 한다. Ofcom에

서는 방송 접근권을 제공하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별화된 서비스 내용을 기술

하는 드래프트 코드(Draft Code)를 만들어야 한다. 이전에는 Ofcom의 전신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에서 ‘자막, 수화, 음성해설(Audiode scription)

에 관한 ITC 코드’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제작 규약을 설정하였다. 특히, 자막 방송의

경우 자막 편집의 방향, 폰트 종류, 색채, 글자 배치, 자막 길이 등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접근성 대상은 75세의 노인, 장애연금

수령자, 산업재해 연금자, 시각장애인 가구로 약 6백 5십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계획(Targeted Help Scheme)’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그룹의 부가적인 지원을 계획하였다. 그 그룹

은 수당을 받지 않는 장애인, 전맹이 아닌 시각장애인, 저소득가구, 저학력자, 영어가 서

툰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표준 및 지침

1)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지침

1999년 말 영국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e-Envoy에서는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를 위해 W3C WCAG 1.0 기준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장애

인권리위원회(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는 독립적인 기구로 2002년 2월 장애

인 차별금지법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Code of Practice: CoP)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발할 것을 요구

하는데 장애인이 인터넷상의 상품, 편의시설 및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수

단이나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제화하였다. 2004년 10월부터 모든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서비스에 웹 접근성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체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6년 3월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는

접근성을 고려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를 위한 지침으로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를 제안했으며 W3C의 WCAG 1.0을 활용해 PAS 78을 개발했

다. PAS 78은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이 됐

다. 하지만 WAI 지침, 사용성 검사, 자동 유용성 도구 등을 참조하나 기술적인 문서가

아니므로 영국의 표준 및 의무적인 지침이 아니다. 지침에는 기술적 접근성과 실제 사

용 가능한 접근성을 구분하며, 설계의 모든 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키게 권고한다. 또

한 개발자들이 W3C와 WCAG 1.0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CSS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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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하고 있다.

2) 통신 규정 2000(SI 2000 No. 2410)

오프컴(Ofcom)은 영국의 통신 및 미디어 관행을 감독하는 통신 규제 기관으로, 통신

법 3(4i)에 의거하여 노인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21조

에 의거하여 노인 및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였

다. Ofcom은 ‘통신 규정 2000(SI 2000 No. 2410)’을 공표하였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지

침 98/10/EC(EU Directive)와 함께 (유선 및 무선) 통신 회사가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음성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 조항 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의무사항에는 문자 중계 및 전화번호 문의 서비스, 지체장애가 있는

시각장애 사용자를 위한 번호 연결 서비스, 표준 요금으로 우선 수리 서비스 및 통신

장애를 줄이기 위한 보호 서비스 체계 제공, 그리고 대체 양식으로 요금 청구 및 장애

사용자를 대신하여 요금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Ofcom은 ‘영

국 장애인 차별법 2005’에 의거하여 장애인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 차별법은 현재 영국 평등

법 2010으로 통합되었는데, Ofcom의 단일 평등 체제는 전 분야에 걸쳐 기능 및 정책을

통해 품질과 다양성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Ofcom은 또한 ‘장애인 및 노인

소비자용 서비스 전달에 관한 ‘모바일 산업 모범 사례 지침(Mobile Industry Good

Practice Guide for Service Delivery for Disabled and Elderly Customers in the UK)’

을 개발하였다. 서비스 전달에 관한 모범 사례 지침은 네트워크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및 소매상을 포함하여 모바일 산업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영국의 장애인 및 노인

소비자에게 어떻게 더 접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는 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모바일 통신 산업에게 영국 소비자들의

필요를 다루는 서비스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다. 접근성 인식제고 동향 및 협력 기관

1) 접근성 인식제고 사례

영국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ICT) 접근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자선단체 ‘어빌리티넷(AbilityNet)’은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조기술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며

접근성 인식제고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고용인들에게는 작업장에서의 접근성 환경에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

로 소프트웨어 접근성 표준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e-Access는 영국의 정책 컨퍼런스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설계,

접근과 사용 등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웹사이트, 스마트폰, 태블릿, 라디

오 및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디지털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올 해에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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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을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올림의 성공적인 개최에서의 정책

입안 등의 주제로 실시되었다. 워크샵과 토론주제는 e북, 구매, 게임과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한 교육이 포함되었다.

2) 관련 단체: 왕립시각장애인협회(RNIB)

영국의 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RNIB)는 시각장

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로, 2000년부터

Techshare 컨퍼런스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Techshare 컨퍼런스는 IT접근성 분야

의 세미나로 유럽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2008년부터 영국과 동시에 인도에서도 세미

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5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과학 센터에서

‘Technology for Life’를 주제로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솔루션, 국제 솔루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RINB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점자, 음성 책자 및 교육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각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웹 접근성 인증제도 ‘See it Right’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W3C WAI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WCAG 2.0)을 기반으로 중요

도 1, 2, 3으로 분류하고 실제 장애인 이용자와 RNIB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항목들을

이용하여 See it Right의 28개 웹 접근성 체크포인트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평가 프로세

스는 기계적 평가(Automated Testing), 전문가의 직접 평가(Expert manual annul

Testing), 평가보고서 작성(Report) 그리고 품질 보증 및 인증마크 부여라는 4단계로 구

성된다. 검수 결과 시, 웹 접근성 표준에 부합되면 1년 동안 ‘See it Right Accessible

Web Site Logo’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RNIB에서 자체 운영하는 접근성 우수 홈페

이지 리스트에도 등록된다.

<그림 5-3 > RNIB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3) 웹 접근성 준수 사례

2012 런던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는 콘텐츠나 접근성 기능 부분에서 우수 사이트로 꼽

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웹 접근성 사명서(Web

Accessibility Statement)’를 통해 도움말 기능 제공,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ies)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디자인, 관련 웹 표준 준수(영국 장애인 차별금지법, W3C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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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접근성), 웹 접근성 전문가들을 활용한 테스트와 실제 장애인 사용자 평가 및 리

치미디어(Rich media)를 접근성으로 제공하는 혁신 등 5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런

던 올림픽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 접근성 지원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저

시력자, 인지 언어장애인, 학습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음성듣기 기능, 두 번

째 저시력자, 노인 등을 위한 글자확대기능, 세 번째 저시력자, 난독증과 색약자 등을 위

한 고대비 색상반전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

해 ‘BSL(British Sign Language)’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화로 올림픽 경기별 다양한 정보

를 전달하고, 학습 장애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해 ‘Easy Read’ 페이지를 제공하여 이미지만

으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어 유아 및 모국어가 아닌 사용자까지

배려하고 있다. 또한 글자 폰트 크기 조절 및 고대비 모드 변경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장

애유형을 위한 접근성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5-4 > 2012 런던 올림픽 웹사이트

또 다른 사례로 영국 은행 중 ‘The-Coperative bank’는 장애인이 웹사이트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폰트 설정 변경과 스크린리더를 고려한 웹사이트 디자인, 첨부파일 형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명도대비를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웹 환

경에서도 자유롭게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여 텍스트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

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같은 브라우저를 쓰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스크린리더 사용을 통

해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디자인한 점이 특징이다. 대

부분의 문서와 이미지는 ‘Adobe Software’를 사용하여 PDF파일로 변환이 가능하고

Adobe Reader 사용이 가능하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는 ATM 기계에

High Contrast 스크린과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

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 영국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웹사이트는 다

양한 장애 유형과 사용자를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저시력 시각장애인, 난독증, 학습장애, 언어장애, 노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을 위한 음

성 서비스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서비스 등 2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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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제1단계(2003-2005)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고용기회의 보장

제2단계(2006-2007)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및 독립적 삶의 증진

제3단계(2008-2009) 장애인의 노동 시장 및 상품, 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에의 접근성보장

3.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이며 완전한 연방주의

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입법조치가 아닌 지침이나 조치를 통해 유럽단일시장 내

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994년 초 유럽연합은 다양한 실행 프

로젝트들을 통해 웹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2001년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웹 접근성 관련 전달문(Communication)

을 통해 회원국들의 웹 접근성 국제표준의 승인을 촉구하였고, 2006년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유럽위원회의는 유럽연합 장관회의 선언문을 통해

모든 공공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2010년까지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2년에

는 2015년까지 공공부분 웹 사이트의 접근성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Directive)을 발

표하였다. 유럽연합의 웹 접근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은 없으며 몇몇 국가들에서는 법

류로 의무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도를 통해 웹 접근성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는 1983년부터 ‘EU 장애인 행동 계획(EU Disability Action Plan: DAP)’을 통해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여 왔으며, EU 장애인 행동 계획 2003-2010은 다음 <표 5-7>과 같이 3단

계로 구분된다.

<표 5-7> 2003-2010 EU 장애인 행동 계획 3단계

자료: 채형복(2011), 유럽연합(EU)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0년 11월,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2010-2020 유럽 장애인 전략(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은 장애인들에

게 장벽 없는 유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27개 회원국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에

서명함으로써 장벽 없는 유럽 만들기에 전념하였고 접근성 이슈가 핵심적 사항이었다. 유

럽연합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지난 2011년 12월 1일과 2일 그리고 6일에 걸쳐

유럽장애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과 공동으로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회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2012년 가을 유럽 접근법

(European Accessibility Act) 제정을 결의하였다. 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들이 공공건물과

교통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에 착

수할 계획으로 2012년 2월 29일까지 기업, 장애인 그리고 일반대중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하였다. 법 제정을 결의하며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인 비비안 레딩은 “접근성은 건물,

교통과 온라인까지 장애인들에게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것

은 노인, 아동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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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내용

1
정보공간

(Information space)

규제 간소화 및 합리화로 유럽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

2
정보통신기술혁신

(Innovation in ICT)

정보통신산업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향후 유럽의 IT 분야 주도권 강화

3
참여, 공공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Inclusion, public services and quality of life)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구현

에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은 시장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며 아울러 혁신과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유럽연합의 접근성 정책과 법률로는 크게

전자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내세운 i2010전략,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는 인

식 전환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마지막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비차별을 위

한 미래 전략으로서의 유럽장애행동전략 2010-2020이 있으며 각 정책에 대한 대해 다음

과 같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접근성 정책 및 법률

1) i2010 전략

i2010은 2010년까지 유럽의 정보사회 및 미디어산업 분야의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보사회와 시청각미디어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수립된 전략이다. i2010전략은 정보사회와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공동의 번영과 본격적인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

(ICT)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정보공간, 정보통신기술 협식을 통한 ICT 연구 및 혁신, 참여, 공공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의 ‘Three I'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2005년에 실시되었다. 특히 참여, 공공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의 목표를 위해 유럽

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통합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초반에

브로드밴드 격차 해소 및 전자접근성(e-Accessibility)의 개선을 목표로 제안된 의제는 현

재 유럽 34개국에서 ‘리가 장관 선언문’으로 마련되어 ICT혜택을 모든 유럽연합국민들에

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U는 i2010을 통해 EU에서의 정보사회정책과 미

디어정책 간의 통합된 접근을 이루어갈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유럽의 단일 정보사회

공간을 구축하여 정보사회 및 미디어 시장의 개방성과 경쟁력 촉진, ICT연구의 혁신과

투자강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 창출,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 및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성장과 고용 창출의 3가지 제안을 하였다.

<표 5-8> i2010 ‘Three I’ 정책 주요 내용

자료: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8), 유럽의 i2020 계획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주간기술동향 통권

1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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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부문에 대해서는 사회 포용, 공공서비스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전자접

근성에 대한 추가 활동을 제안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와 지원

이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

의 접근과 참여가 가능한 유럽 정보 사회 구현을 목표로 공공분야, 정부부문, 기업의 IT

활용과 확산을 통한 접근성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는 노인·장애인 등의 독립성 향상을

위한 IT솔루션 활용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

면에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관한 보고를 강화하고 전자접근성 입법에 관한 제안 및 고령

화 사회 문제 해결과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 정책 검토 및 전자통합 관련 회담 등 디지털

환경에서 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천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2) 유럽장애행동전략 2010-2020

유럽연합의 장애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제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비차별을 위해 향후 10년간 적용될 장애인 전략인 ‘유럽장애행동전략(European

Disability Strategy: EDS) 2010-2020: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2010년 11

월 15일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행동에 관한 기본 틀을 제공하며 장

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벽을 없애고 EU전역에 걸친 장애인 보조기

구 시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장애행동전략의 채택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장애

인의 접근성 제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접근성 분야의 조치 계획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2012년 유럽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을 제안하고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화, 정부 조달, 정부 지원 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

하여 장애인이 제품, 서비스, 공공 인프라에 전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식 사회 분야에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까지 장애인이 공공분야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인 보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이동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법적 체계의

완성을 추진하고 도시 이동성 행동 계획의 이행 등 조성된 환경에서의 접근성 제고 방안

도 실시되었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식 개선, 재정 지원, 통계・자료 수집 및 모니터

링의 3가지 방안이 고려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와 유럽연합의 활동과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유럽 사회 기금 등 EU프로그

램이 장애인 관련 주제에 지원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상황을 비롯한 장애

인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것과 함께 유럽 장애인 전략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전략을 이행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

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71 -

번호 항목 내용

1 접근성
장애인을 위한 상품 및 공공서비스와 보조 장치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2 참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의 완전한 보장

3 평등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철폐

4 고용 열린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

5 교육・훈련 장애인 학생과 연수생을 위한 무상교육 및 평생 교육의 제공

6 사회보장 장애인을 위한 삶의 질적 조건 향상

7 보건의료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접근 보장

8 대외행동 EU 대외 행동에 있어 장애인 권리의 향상

<표 5-9> 유럽장애행동전략 2010-2020 8대 주요 의제

4. 국제연합(UN)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협약과 정책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과 강제

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행에 있어서는 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UN의 협약 이행을 위한 비준마련과 정책의 발의를 통해 장애인

과 접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UN의 장애인 관련 정책 내의 접근성 보장 사항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가. 접근성 정책 및 법률

1) UN장애인권리협약

UN은 2008년 5월 3일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을 제정하였고 세계 약 70여개 국가에서

비준하는 성과를 낳았다. UN은 CRPD 전문에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

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라고 장애인의 교육과 정보 및

의사소통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UN의 CRPD 중 특히 정보 접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은 제9조(접근성)와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이다. 9조에서는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접근성 표준화,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보조기술 개발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접근성에 대한 조치 중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

스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 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로 넓은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들은 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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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면한 접근성 이슈들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

인들인 정보, 의사소통기술 및 기타 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접근을 포함했

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21조에서는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검색, 정보수진 및 배포

의 권리와 정보접근성의 보장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모든 유형의 장애인

이 선택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하여 의사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촉

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와 그에 따른 다양한 의사표현 체계를 다양성으로 인정

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에서 의미를 가진다.

2) Post-2015

2000년 채택된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하

MDGs)가 2015년을 기점으로 효력을 다하기에 그 이 후 시기를 지칭하는 ‘포스트-2015’

에서의 장애인 관련 이슈를 촉구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될 유엔 차원의 전 세계적 개발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적용될

새로운 개발 목표 중 장애인 관련 의제가 부각되었다. 제68차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MDGs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협력 목표의 실현’이라는 주제에서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을 개발의 주류로 포함하기 위해 2015년 이후 개발 아젠다

에 장애라는 개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다양한 정부기관, 부처,

민간부문 사이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과의 향상에서 장애인에 대

한 접근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유럽연

합 사무총장의 연설을 통해 포스트-2015 개발목표 의제 형성에 있어서 장애인이 매우 필

수적인 부분으로 지적되었으며 장애와 개발에 대한 국제적 규범 틀을 더욱 강화하고 장

애 관련 데이터 및 통계 개선을 위한 노력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의 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개발 목표의 실현 결의를 재정비하며 모든 측면에서의 접근성 보장

과 post-2015 유엔 개발 의제에 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3) Post-i2010 priorities

2007년 유럽연합의 ‘i2010’은 회원국들 대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경제적인 발전을 견인한 동력이 되었지만 몇 가지 부

문에서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에 유럽연합 의회의 집행위원에서는 ‘i2010’가

가진 긍정적인 면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 ‘Post-i2010 priorities’라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미래사회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내놓았다. ‘Post-i2010 priorities’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의 핵심 정보화 전략인 ‘i2010’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정보격차, 웹 접근성, 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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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등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담고 있다. 먼저, 정

보격차 문제이다. 이전에 ‘e-Europe’와 ‘i2010’ 등의 정보화 전략들은 정보화 기반시설, 인

터넷 네트워크 보급 등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Post-i2010 priorities’의 소

외계층인 고령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

화되며 장애인과 함께 고령층의 정보 소외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60세 이 상의

노령인구가 2020년에는 25%로 상승할 것이고,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유럽연합 회원국 인구의 1/4가 정보화에서 소외되거나 격차로 인해 불

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노령인구의 정보격차 해소가 유럽연합이 직면한 가

장 시급한 정보화 이슈의 하나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에 미래 정

보화 전략의 첫 번째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웹 접근성 문제이다. 웹 접근성은 정보격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노령

인구의 12% 정도만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웹

접근성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웹 접근성의 문제는 새로운 디지털

시각장애인(Digital blind person)을 만들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 병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Post-i2010 priorities’ 정보화 전략은 이러한 디지털 사회 병리적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EBU(European Blind Union)은 웹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웹 서비스의 구현을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유형을 위한 웹 시설의 설치 등 강한 접

근성과 시설이 유럽연합 회원국들 모든 지역에 필요함을 역설한다. 즉, 디지털 시대에 누

구나 평등하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평등권’ 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ost-i2010 priorities’은 지속적인 정보화 전략의 결과로 디지털 정보화 사회 구현에 따

른 부작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의 하나이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

지만 정보격차, 접근성 등과 같은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이

다. 이러한 점에서 ‘Post-i2010 priorities’는 유럽연합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정보화 시대의 복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주요 국제기구의 접근성 제고 동향

주요 국제기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W3C와

ITU를 들 수 있다. W3C는 웹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이며 W3C 산하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s)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를 토대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W3C

의 가이드라인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최근에는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분야에서의

정보 활용 기술에 대한 표준화, 인증체계 및 인증마크 개발과 함께 모범사례를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기통신업무의 국제적 관리 기구로

서 정보통신(ICT)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 총회

와 전권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통신(ICT)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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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ICT) 접근성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이에 통신접근성 체크리스

트 및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산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접근성 부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구로서 W3C와

ITU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은 ‘월드 와이드 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Leading the Web to its Full Potential)’을 사명으로 1994년 10

월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의해 설립되었다. W3C는 국제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기관을 미국의 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CSAIL)와 유럽 정보수학 유럽

연구 컨소시엄(ERCIM), 일본의 게이오 대학 등 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W3C를 주관하

여 운영하고 있다. W3C는 웹 접근성을 위한 학술 행사 및 연구 활동을 주관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eb Accessibility Initiative: WAI)를 통해 웹 접근성과 관련된 국

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W3C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월드와이드웹 컨퍼런스(The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s)는 웹 기술 및 표준, 서비스, 연구결과 등 광

범위한 분야를 총망라하는 국제 학술대회이다. 웹 접근성 모임(Web for Access, W4A

2014)은 WWW국제 학술대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웹 접근성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과

비교 방법 및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서로 다른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웹 제작 가이드라인 및 도구, 모바일 접근성, 웹 접근성을 위한 디자

인과 기술 도구, 평가 및 모범사례 등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루고 있

다.

또한 W3C는 장애인을 위한 웹 기능 증진 및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997년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eb Accessibility Initiative: WAI)를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화 추진의 일환으로 웹 접근성 지침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1.0을 제정하였고 이를 개정하여 2008년 12월에 WCAG 2.0 권고안을 발표하였

다. W3C의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은 장애인이 웹 콘텐츠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여 국내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W3C WAI의 웹 접근성 관련

주요 표준은 3가지로 첫째, 1999년 5월 제정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WCAG 1.0)과

둘째, 2000년 2월 제정된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Authoring Tools Accessibility

Guidelines 1.0: ATAG 1.0), 다음으로 2002년 12월 제정된 사용자 도구 접근성 지침

1.0(User Agent Accessibility Guidelines: UAAG 1.0)이 있다.

이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모바일 웹 표준화에 대

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모바일 웹 접근성에 대한 대안으로 W3C는 2005년부터 모

바일 웹 이니셔티브(Mobile Web Initiative: MWI)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표준화

활동은 모바일 단말에서도 기존 유선 환경과 동일하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9월 1일부터 MWI는 복지, 교육, 테스트

및 표준화 작업에 대해 Mobile Web APP의 IC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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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MWI 표준화 활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웹사이트 및 도구 등에 부여할 ‘mobileOK’ 인증체계 및

인증마크 개발, 두 번째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범 사례

(Best Practices)’를 작성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콘텐츠 적용을 위한 디바이스 특성과 정보

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모바일 단말의 특성 정보 활용 기술에 대한 표준화’이다. MWI

는 사회발전을 위해 모바일 웹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W3C를 통해 모바일 장치

에 관련된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접근성 지침과 관련 있는 웹 콘

텐츠 접근성 지침 2.0(WCAG 2.0), 모바일 웹 모범사례 1.0(MWBP 1.0), 모바일

OK(mobileOK)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WCAG 2.0

W3C WAI에서 공표한 WCAG 2.0은 1999년 5월에 공표된 WCAG 1.0의 개정판으로

2008년 12월 최종 발표됐다.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WCAG 1.0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면, WCAG 2.0은 시각, 청각, 신체, 인지 장애

인과 노인이 웹을 사용할 때 겪는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모바일 기

기들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웹페이지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고 있다.

WCAG 2.0은 모바일 앱을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으나 인터넷과 관련한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WCAG 2.0에 명시된 기본 원칙과 성공 기준은 모바일 앱

과 관련이 있다. WCAG 1.0의 경우 지침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지침은 해당 지침이 웹

개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검사 항목들로 포함된다.

반면 WCAG 2.0 은 원리, 지침, 성공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네 가지 원칙하에 총 12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WCAG 2.0은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본질과 웹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

는 기술 때문에 WCAG 1.0보다 더 기술 독립적이며 웹 기반 접근성 문제들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또한 WCAG 2.0은 기존 WCAG 1.0의 체크포인트와 비슷하지만 성공

기준(Success Criteria) 항목이 포함되고 중요도 대신 수준별로 등급이 분류된 점이 다

른 특징이다. WCAG 2.0에서는 지침마다 테스트가 가능한 세 가지 수준으로 A(가장

낮은 수준), AA, AAA(가장 높은 수준) 성공 기준이 제시된다. WCAG 1.0에서는 A수

준의 적합성은 모든 중요도 1 체크포인트로 지켰으나, WCAG 2.0은 A수준의 적합성은

모든 A수준의 통과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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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들은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1.1 모든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텍스트를 사람들이 원하는 인쇄, 점자, 음성, 기호 또는

간단언어 등과 같은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1.2 시간 기반 미디어에 대한 대체물을 제공해야 한다.

1.3 정보와 구조 손실 없이 콘텐츠를 다른 방식들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1.4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전경에서 배경을 분리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

다.

지침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와 탐색은 운용 가능해야 한다.

2.1 키보드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 읽기 및 콘텐츠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3 알려진 방법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디자인하지 않아야 한다.

2.4 사용자가 탐색하고, 콘텐츠를 찾고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지침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용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1 텍스트 콘텐트를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2 웹페이지의 개제와 운용을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3.3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침 4. 견고성(Robust)

콘텐츠는 보조기술을 포함한 넓고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존되어 해석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1 보조기술을 포함한 현재 및 미래의 사용자 에이전트의 호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표 5-10>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WCAG 2.0)

나. 모바일 웹 모범사례 1.0

W3C에서는 모바일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Mobile Web Accessibility Guideline:

MWAG)을 제안하고 있으며, WCAG 2.0의 네 가지 지침인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

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적용하고 있다. MWAG의 지침을 중심으로 모바일 웹 접근

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 방법에 있어서는 모범사례 권

고안인 MWBP 1.0(Mobile Web Best Practice: MWBP 1.0)을 제시하고 있다. 모바일 앱

접근성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웹 모범사례 1.0(MWBP 1.0)은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되는 콘텐츠를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W3C의 웹 표준으

로, 2006년 11월 모범사례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였고 2008년에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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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내용

1
하나의 웹을 위한

설계

다양한 장비를 고려하여 설계한 콘텐츠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유

연성을 증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2 웹 표준 준수
세계 곳곳의 제각기 다른 장비와 브라우저의 호환을 위해서는

표준을 준수해야한다.

3 유해요소 제거
모바일 장비의 제한 된 화면크기, 키보드, 기타 기능으로 발생하

는 사용자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장비 제한 주의
특정 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모바일 장비 성능이 제각

기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웹 네비게이션

최적화

작은 화면과 키보드, 제한된 bandwidth에서는 단순한 내비게이

션과 입력이 매우 중요하다.

6 그래픽과 색상 확인
이미지, 색상, 스타일은 콘텐츠를 시각화하지만 지원되는 포맷과

저사양의 화면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7
가볍고 간결한

사이트

가벼운 사이트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사용자를 즐겁게 한

다.

8 네트워크 자원 절약
웹 프로토콜 기능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부하와 대기시간을 줄여

사용자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9 사용자 입력 가이드
모바일 장비에서 키보드 및 각종 입력 방법은 비효율적일 수 있

으며, 효과적인 설계는 이러한 입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0 모바일 유저 배려
시간이 부족하고 번잡한 상황에 있는 모바일 사용자들은 간결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표 5-11> MWBP 1.0 10가지 가이드

모바일 웹 모범 사례 1.0은 모바일 웹 콘텐츠의 효과적인 저작과 표현을 위한 모범 사

례들을 취합한 문서로 모바일 환경에서 웹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개발자를 위한 지침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

츠 제작 및 설계, 표준 준수, 유해요소 제거 등 모바일 웹 접근성을 위한 10가지 가이드

제시와 총 60여 가지의 모범사례들과 각각의 의미들을 정리하고 있다. 모바일 웹 모범사

례 1.0에는 데스크톱PC 수준과 동일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도 같은 웹을 사

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바일 단말기에서 단말기 수준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동일한 수준

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어느 특정 수준의 단말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보 제공을 차

단하지 않아야 한다.

그밖에도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모범사례(Mobile Web Application Best Practices:

MWABP) 표준에서는 모바일 단말 상에서 구동되는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배포에 관한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MWBP는

정적인 문서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모범 사례를 정리하였다면, MWABP에서는 동적

인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모범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다. MWABP에서

는 기존 표준인 MWBP 1.0과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안 관련, 사용자 인식성, 사용자 경험, 단말 기능 활용 등과 관련

된 총39개 정도의 모범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다. MWABP에서는 단말 특성에 맞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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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범 사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바일 단말 종류를 세 개의 클래스로 구분하

고 각각의 모범 사례들에 대한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 모바일OK

모바일OK(mobileOK)는 모든 모바일 사용자가 단말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모바일 웹 표준 기술 및 규격을 의미한다. 모바일OK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모바일 기기에서 웹사이트를 완벽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

증하는 마크로, 휴대폰·PDA 등 무선 단말기를 통해 유선 포털의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규격을 표준화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모바일OK의 핵심은 기존 웹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모바일 단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선과 무선 환경 구분

없이 자유롭게 웹 콘텐츠 및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에

모바일OK는 웹 서비스를 표준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선 웹 콘텐츠 통합을 위한 근

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풀 브라우징 서비스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

결하는 보완재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모바일 콘텐츠 및 응

용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모바일OK 표준

개발과 시범서비스가 추진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시장의 전

체적인 흐름이 모바일 웹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존재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림 5-5> W3C의 mobileOK Checker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1865년 프랑스 파리

에서 체결된 만국전신협약(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ITC)에 의거해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이다. 현존하는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ITU는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업무의 능률을 증진하고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국제 주파수 및 위성궤도 관리, 전자통신 기술표준 개발 등을 다루고 있

다. 또한 ITU는 장애인의 ICT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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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2008년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WTSA)와 2010년에 개최된 ITU 최고위 의사결정기구인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PP)에서는 ITU 전체차원에서의 관련 조치를 담은 ‘노인성

장애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전기통신/ICT 접근성’에 대한 신규결의(결의175)를 채택하

였다. 동 결의는 ITU의 작업 수행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고, 동 주제와 관련된 외부 기

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ICT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실행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통신 기술 관련 UN산하 국제기구

로 전세계 19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7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

통신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해 ITU는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파부분

(radiocommunication: ITU-R), 표준화 부분(standardization: ITU-T), 개발 부분

(development: ITU-D)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정보통신 접근성을 중점추진과제로 지정

하여, 특히 2개 연구그룹(SG: Study Group)의 연구과제(Question)를 통해 활발히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그룹 16의 26연구과제(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서비스의 접근성): 1990년대부터

다기능 텍스트 전화 권고안 V. 18(ITU-T Recommendation on a multi-function

text telephone)을 제정하며 정보통신 접근성에 선구적 역할 담당

•연구그룹 2의 3연구과제(국제 통신서비스의 인간공학 이슈): 통신서비스를 보다 쉽

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연구과제의 작업 대부분은 권고안을 산출하였으며,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표준개발자를 위한 통신 접근성 체크리스트(Telecommunication accessibility

checklist for standards writers), 2006년 11월 제정: 표준개발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

스트를 적용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가능한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 및 기능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제정

•고령층 및 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 가이드라인(Telecommunication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7년 1월 제정: 장애

인을 포함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및 연관 서

비스의 모든 형태들을 표준화, 계획, 개발, 디자인, 배포하기 위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을 제공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화 활동의 조정 역할 확대를 위해 ‘접근성 및 인간공학 합동 조정

활동(Joint Coordination Activitiy on Accessibility and Human Factors: JCA-AHF)’을

2007년 12월 설립하였다. JCAAHF의 목적은 의식제고, 자문제공, 협동·조정·공조 증진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 처리 및 정보 표현 조절능력에서 다양한 능력 차이를 보이는

사용자들이 차별 없이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TU의 정보통신

접근성 활동은 첫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을 표준화하는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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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접근성 준수를 기본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였다.

표준수립 후 접근성 요구사항을 다시 고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준제정 지연 등 낭

비요인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ITU 내 다양한 연구그룹 내의 접근성 관련 활

동을 조정, 조율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의 기구를 설립하여 표준화 기구 내 일관되고 통

일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각각의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간에 다른 접근성

표준이 상호호환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본 결의는 활동에 장애우의 참여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고려하고 유관단체 및 기구와

협력하며 장애우의 ICT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협조를 결의하였

다. 사무총장에게 ITU 활동과 관련하여 ITU 업무에 장애우의 참여를 장려하고 ICT를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설비․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우 대상 펠로십

(fellowship)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ITU 활동 자원을 넘어서 장

애우가 ICT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접근성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설비 공간 활용에 대한 접근성 표준 및 지침을 고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회원

국 및 부문회원에게는 ICT 서비스 상품 및 터미널의 접근성, 호환성, 유용성을 증진시키

기 위한 지침 또는 기타 매커니즘 개발을 고려하고 장애우를 위한 적절한 ICT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ITU는 전 세계의 조화로운 정보통신의

발전 및 이를 통한 인류의 삶 개선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합

의 활동을 지속 및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가장 근

본적으로 연합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2012∼2015년 전략 계획에서 연합이 추구해

야 할 전략적 목표로서 특별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국가의 ICT 부문 발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U의 활동 대

상에 기존의 통신·ICT와 더불어 ICT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결의를 신규로 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대상 중 하나인 장애우의 ITU 활동 참여 제고 및 ICT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3. 유럽표준화기구(ESOs)

유럽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접근방법은 특정 계층에 대한 시혜적 성

격보다는 보다 많은 사용자가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자는

개념(Design for all)에서 출발하였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

보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표준은 유럽 전체의 접근성 노력을 조정 및 조율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준은 접근성에 대한 공통적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 접근성

지침을 적용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침

으로 활용된다. 2005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표준화기구

(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ESOs)를 통해 명령서(Mandate) 376을 유럽

내 대표적 표준화 기구인 CEN/CENELEC, ETSI에 할당하여 각 표준화기구가 유럽의 공

공분야 정보통신 제품 조달 시, 기능적 접근성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접근성 있는 정보통

신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공공조달과정에서 유럽연합

전체적 차원의 통일된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달 담당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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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킷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명령서에 따르면, 과제는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유럽·국제표준의 접근성 요구사

항 및 호환성 평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2단계에서는 파악된 요구사항에 따라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ETSI는 1단계사업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유럽연합 정보통신 접근성 요구사항 기술보고서(European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ublic procur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ICT

domain)를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 검토 중에 있다. CEN은 접근성 준수 공공

조달에 대한 호환성 평가에 대한 체계 및 기준 수립을 위해, 유럽과 국제표준화기구의 기

존 평가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2008년 완성하여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보

고서 작성 작업은 CEN BTWG 185 프로젝트 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럽표준화기구

(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ESO)가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적합한 기술역

량을 가진 유럽 표준화 단체에 프로젝트를 할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TSI에 할당된

프로젝트는 ETSI Human Factors 기술위원회 STF(Special Task Force)에서 수행되었

다. 결과보고서는 ETSI TC HF, CEN BT 185, CENELEC BT WG101-5에서 교차해서

검토하는 검증과정을 거쳤다.

제3절 기업의 접근성 제고 동향

1. 모바일 OS 접근성 동향

가. iOS의 모바일 접근성 분석

애플은 iPhone, iPad 및 iPod touch 기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폰 OS의 재미

와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iOS는 ‘손쉬운 사용’이란 이름으로 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제공해 왔고, ‘설정>일

반>손쉬운 사용’에 들어가 장애 유형에 따라 접근성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다. 시각장애인

의 경우 제스처 기반의 스크린리더인 보이스오버(Voice Over) 사용과 사용자에게 맞는

말하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홈 버튼을 세 번 클릭해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시리

(Siri)는 애플의 인공지능형 비서로 보이스오버와 통합되어 있어 사용자가 검색창에 글자

를 입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화를 걸거나 날씨를 묻는 것

도 가능하여 터치 동작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iOS 기기에서 이메일, iMessages, 웹페이지, 책 등의 텍스트를 읽을 때 어

려움이 있을 경우, 화면 읽어주기(Speak Screen)의 기능을 사용하면 텍스트를 읽어 주며,

사용자가 직접 글을 입력하는 대신 입력할 위치에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터치하

면 받아쓰기(Dictation) 기능이 실행되어 이메일, URL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메일과 사파리, 홈 화면과 잠금 화면까지 iOS 어디에서든 작동하는 확대/축소(Zoom)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 콘텐츠를 최대 500%까지 키울 수 있고 선택한 영역만 돋보기(창)

로 확대할 수 있다. 렌즈 효과는 화면 채도나 색조를 바꿔주는 기능으로 기본 화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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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색상을 반전하거나 대비를 조정하는 흑백 화면(Grayscale) 기능을 제공하여 저시력

자가 화면 속 글자나 아이콘을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돕는다. iOS6부터 추가된 사용법

유도(Guided Access) 기능은 주로 기기 단추나 앱 안의 특정 기능을 못 쓰도록 잠그는

데 쓰일 수 있고, 앱 자체를 아예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접근성 측면에서 자폐성장애인이 앱을 쓰는 도중 실수로 화면이나 홈 단추를 눌러 끄지

않도록 방지해 준다. 청각장애인이나 한쪽 귀가 난청일 경우 등 페이스타임(FaceTime)

영상통화를 통해 수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아이패드, 아이폰(3GS 이상) 및 iPod

touch(3세대 이상)는 40개 이상의 블루투스 무선 점자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5-6> 애플의 아이폰 접근성 기능

나.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접근성 분석

안드로이드의 임무 중 하나는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 애플의 iOS와 달리 초기에 접근성을 많이

지원하지 않았지만 2009년 9월부터 코드명 도넛(Donut)인 안드로이드 OS 1.6을 시작으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 주는

TTS(Text-To-Speech) 서비스 도입 후, 4.0 버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와 4.1 버전 젤리

빈 부터 접근성 개선이 본격화됐다. 4.0 버전에는 화면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톡백

(TalkBack) 기능이 탑재되었다. 톡백은 아이폰의 보이스오버 기능과 유사하며 구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스크린리더 서비스이다. 또한 화면에서 손가락이 닿는 곳에

콘텐츠가 음성으로 출력되는 터치하여 탐색(Explore by touch) 기능과 안면 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 기능과 제품 최초로 환경 설정 시 접근성 기능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나온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은 접근성 기능이 더욱 강화된 점이 특징으로 시

각장애인이 점자 장치를 사용하여 도움을 주는 브레일백(BrailleBack) 서비스 기능과 손

가락 동작으로 각종 명령을 내리는 제스처(Gesture)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브레일백은 점

자와 음성이 결합되어 음성안내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작동되어 블루투스를 통해 장치에

지원되는 점자 디스플레이로 연결 할 수 있고, 점자 키보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제스처 기능은 향상된 API를 통해 사용자의 터치와 내비게이션 버튼, 제스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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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배포시기 기능 및 특징

1.6 도넛 2009년 9월
Ÿ 접근성 기능이 포함된 첫 번째 모델

Ÿ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 주는 TTS 엔진 최초 탑재

2.1 이클레어 2010년 1월 Ÿ Loquendo TTS 엔진 이용 가능

2.2 프로요 2010년 5월
Ÿ 다국어 TTS 엔진 탑재

Ÿ 전원버튼으로 통화 종료 가능

2.3 진저브레드 2010년 12월
Ÿ 텍스트/음성 입력 모드 정확도 향상

Ÿ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점검 2.3버전부터 평가 가능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2011년 10월

Ÿ 제품 최초 환경 설정 시 접근성 기능 활성화 가능

Ÿ 터치하여 탐색(Explore by touch) 기능 제공

Ÿ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화하는 기능 향상

Ÿ 안면 인식 잠금 해제 기능

4.1 젤리빈 2012년 7월

Ÿ 제스처 모드(Gesture Mode), 더블 탭(초점 기능 실행)

기능 제공

Ÿ 텍스트 탐색 기능 향상 및, Talk Back 지원

Ÿ 브레일백(BrailleBack) 점자 접근성 서비스 기능

4.4 킷캣 2013년 10월 Ÿ 캡션 기능 옵션 설정 및 자막 사용 기능

5.0 롤리팝 2014년 11월

Ÿ 시각장애인, 색맹사용자를 위한 기능개선 및 접근성 강화

Ÿ 텍스트를 대조하거나 색상을 반전하여 가독성 개선

Ÿ 색 구분을 위한 색감 조절

을 통한 접근성 설정을 기존 환경설정의 하위 항목이 아닌 실행 앱 목록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013년 10월 31일에 발표한 안드로이드 버전

4.4 이상에서 제공되는 자막(Captions) 기능은 다양한 콘텐츠를 자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 캡션 기능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

기에서 자막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자막에 대한 옵션인 언어,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시력자를 위해 제공되는 확대 동작(Magnification Gestures)은 화

면에 표시된 내용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거나 확대 모드를 사용하여 손쉽게 화면을 확대/

축소하고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 기능이다.

<표 5-12>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별 접근성 기능

3) 기타 OS 모바일 접근성 분석

블랙베리(BlackBerry)는 2013년 12월, 새로운 OS인 ‘BlackBerry 10(BB 10)’을 발표하였

다.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인 BlackBerry 10은 5가지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사용

자 요구에 맞는 모바일 접근성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 확대나 폰트 크기 변경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사용자는 블랙베리 기기 모든 곳에서 확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줌을 지원

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또한

홈 스크린화면 상단에서 글꼴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다. 보청기와 블랙베리 기기의 호환

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블랙베리의 보청기 모드는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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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TTY 지원 켜기 기능을 통해 외부의 TTY 장치와 연결하여 전화

를 받으면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윈도우즈 모바일에서도 접

근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접근성과 인체공학적 가이드라인(

Accessibility and Ergonomic Guidelines)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작거나 고

정된 폰트 사이즈의 사용을 피하고, 빛과 상관없이 인터페이스 요소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읽기 쉬운 색상 사용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예측 가능하게 구성,

윈도우 폰의 Home 버튼을 홈 화면에 배치, 윈도우즈 모바일 PDA는 탭 영역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크기가 인체공학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등 7가지 접근성과 인체

공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Window Phone 7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 프로그램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제공하지 않

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또한 윈도우즈 모바

일은 기존 윈도우 모바일 6.5에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윈도우 폰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외하고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접근성 기능이 미비하

다.

2. 민간 기업의 접근성 동향

가. IBM

IBM은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 글

로벌 기업이다. IBM은 1975년 점자 프린터 모델 1403, 1980년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말하

는 타자기를 개발하였으며, 이어서 1981년에는 말하는 디스플레이 터미널을 개발하였다.

1980년에 들면서 컴퓨터에 그래픽을 사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함에 따라 IBM은

이 신기술을 대상으로 스크린리더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개발하였고, 1985년부터 특별 필

요 시스템(Special Needs System) 그룹을 만들어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읽기 도구인 자가 발성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였다. 또한 IBM은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들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IBM의 접근성 체크리스트는 미국 재활법

508조와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의 WAI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접근성 사례를 참고하

여 제정되었으며, 웹사이트 및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IBM의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구축을 위한 ‘IBM Mobile First’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IBM과 애플은 2014년 7월 더 많은 고객 접점 확보와 시장 선도를

위한 방안으로 상호 협력하고 모바일 시장에서의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그 결과 IBM과

애플은 ‘iOS용 IBM 모바일 퍼스트 솔루션(IBM Mobile First for iOS Solution)’을 위한

독점적인 업무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기업용 앱을 공동개

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핵심 내용이 해당된다. IBM과

애플은 애플 네이티브 플랫폼에 소매업, 건강, 보험, 금융, 여행, 통신, 교통 등 각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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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150개의 비즈니스 앱을 만들 예정이고, 24시간 고객지원 서비스 ‘애플 케어(Apple

Care for Enterprise)'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IBM은 애플과의 협약을 통해 자체

서비스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IBM CEO 지니 로메티(Virginia

Rometty)는 협력을 통해 사람들의 근무방식과 공장가동, 기업 운영 등에 큰 변화가 찾아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모바일과 관련하여 2004년 IBM 이탈리아에서는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등 10명의 사용

자를 파일럿으로 ‘모바일 무선 접근성(Mobile Wireless Accessibility: MWA)’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는데 있어 혁신적

인 변화를 모색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에 통합하였다. 모바일

무선 접근성의 아키텍처는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 기기의 일반 전화기에서 일반적으로 동

작하는 모든 동작과 활동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음성과 데이터

및 비디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데 이는 유효성과 인체공학을 유지하면서 작업 품

질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Talks의 음성과 Voice

IP가 선정됨으로써 난독증이 있거나 시각장애 또는 시력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가장 효

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작업 환경과 유사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접근성을 위한 IBM의 또 다른 프로젝트에는 소셜 네

트워크(Social Network)와 접근성을 활용한 ‘소셜 접근성 프로젝트’가 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해당 이미지에 대한 단순한 텍스트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간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웹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정적인 이미지 외에도 동적인 이미지나 인터랙티브한 콘텐츠에 대한 대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외국인에게까지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7> IBM 소셜 네트워크 접근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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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칙

A 핵심적인 접근 가능 웹사이트 제공

B 표준 플랫폼 컨트롤, 요소 및 개체 사용

C 점진적 개선 사용

D 플랫폼 보조 기술 탐색 방법 지원

E 콘텐츠는 플랫폼 기술 또는 보조 기능 작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F 접근성 기능은 상호 배타적이어서는 아니 됨

나. BBC

영국의 방송국 BBC는 ‘접근성 도움(Accessibility Help)’이라는 이름으로 ‘My web my

way’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접근성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를 제공

하고 있다. BSL(British Sign Language)로 알려진 영국의 수화는 영국 내 50,000명 이상

의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통신 매체에 BSL을 적용하고 화면 확대, 글꼴 및 색

상 변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BBC 접근성 정책 수립 및 접

근성 표준 및 가이드라인과 웹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하

고 있다. BBC는 웹 접근성외에도 2013년 3월 모바일 웹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BBC 모바일 접근성 기준과 가이드라인(Draft BBC Mobile

Accessibility Standards and Guidelines)’을 발표하여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에 적용되

는 모바일 접근성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표준 및 지침에는 모바일 웹 콘텐츠와 하이

브리드앱 및 네이티브앱의 기술 중립적 모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례들은

HTML과 안드로이드, iOS 방법과 평가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표 5-13> BBC 접근성 지침의 원칙

자료: BBC(2013), Draft BBC Mobile Accessibility Standards and Guidelines

지침의 원칙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용자가 스마

트폰과 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앱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 지정 컨트롤은 표준 플랫폼 컨트롤만

큼 접근성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않으므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컨트롤, 대상 및

요소가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송수화기와 플랫폼 보조기술 또는 접근성 설정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콘텐츠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모든 콘텐츠는 보조기술을 위한 플랫폼 탐색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탐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앱이나 사이트가 플랫폼별 접근성 기능 또는 기술 차단을

통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를 하면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사이트 또는 앱을 사용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확대 기능을 표시하지 않고 화면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거나 보조

기술 실행 불가능 등의 문제는 소리, 비디오, 또는 CPU 리소스를 직접 컨트롤하는 보조

기술이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iOS의 ‘문자 말하기(Speak

Text)’와 같은 접근성 기능을 HTML에서 의도적으로 숨겼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장애가 있는 일부 사용자는 한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개의 접근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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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거나 시력이 나쁘면서

포인팅 장치나 터치스크린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선호하

는 방법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중 운영 모드를 지원해야 한다.

그밖에도11개 항목으로 구성된 BBC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색상, 이동, 입력 액세스, 화

면 읽기, 텍스트 링크 등 이에 상응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접근성 지침은 유용한 기반이 되었으나 모

바일 웹과 네이티브앱 접근성을 위한 특화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색상의

경우, 웹과 모바일 웹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웹에서는 명도대비

수준 4.5:1이 보편적으로 허용되지만, 모바일 웹에서는 사용자가 이동 중에 있고 조명의

조건이 바뀌는 상황에서 4.5:1은 접근성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BBC 표준 및 지침에는 최소 7:1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다. Adobe

어도비(Adobe)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도비플래시플랫폼(Adobe®

Flash® Platform)을 바탕으로 OS나 디바이스 종류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 가능한 많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모든 툴과 프레임워크,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도비의 모든 어크로벳 제품들에는 보조기술 제품인 스크린리더나

화면 확대기 등 보조기기가 구동된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일부 제

품에서는 음성합성기능(Out Loud)과 화면 확대와 문서를 높은 색대비로 볼 수 있는 고대

비 기능(High contrast)이 추가되어 있다. 어도비는 각각의 장애 유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해 점자프린트, 스크린 확대, 리플로우(reflow)1)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디자인 툴, 고대비(Hight Contrast)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 자동스크롤을, 인지장애를 가진 사용자에게는 음성합성 기능을 제공하여 많은 사

용자들이 PDF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플래시 CS3 버전부터는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지원으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비디오 재생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

른 프로그램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다. 어도비는 플래시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성 있는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Rich Internet Application: RIA)을 구현하는 방법과 어도비

PDF 솔루션을 통한 전자문서의 장애인 접근성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디자인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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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Adobe 홈페이지의 접근성 안내

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등 주요 국가와 W3C, ITU 각

기구 등의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4가지

특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Ÿ 접근성 용어를 국내보다 포괄적으로 정의

Ÿ 정보통신(ICT)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접근성 정책 수립 및 지침 제정

Ÿ 접근성 관련 논의와 움직임이 국내보다 활발하며 민간 주도의 움직임이 부각

Ÿ 모바일 접근성 인식제고와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 도입

우선 국내 사례에서는 접근성을 장애인과 고령자를 사용자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접근성 대상에 따라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등과 같이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모든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접근성 혹은

e-접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모바일 기기 대상을 스마트폰, 라디오, TV 등으로 폭넓게

선정하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국내와 다르게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의미로 접근성 용어

를 통일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웹 접근성에서 모바일 접근성이라는 용

어를 별도로 분류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등을 넓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용어가 필요하며 국내도 모바일 접근성의 대상을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으

로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접근성 이슈 관심의 촉구이다. 접근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편리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

러나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접근성의 모범 사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웹 접근성의 경우

법률 제정 초기와 비교해 민간참여가 다소 저조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웹 접근성 환경을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



- 89 -

등한 웹사이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

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모바일 및 정보통신

(ICT) 접근성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해외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나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부터 다뤘

기 때문에 접근성 움직임이 국내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웹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 우수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정부기관보다 민간

기업 혹은 국제기구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침 제정과 관련 논의를 수행하는 등 모바

일 접근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예로 W3C에서는 모바일과 관

련된 다양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포럼 등을 운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

다.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이나 사회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는 영국과 BBC의 협력 체계가 대표적이다. BBC에서는 자체

적으로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IBM은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접근성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세미나나 지침 개정과 같이 인식제고

를 위해 정부기관과 같이 협력하고 있다.

끝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인증마크 제도의 도입을 통한 모바일 접근성 인식의 제고

와 민관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또한 접근성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 기구의 설립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장치의

구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현 시점에 맞는 모바일 접근성 제도 등의 준비는 초기단계이

다. 따라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한 협력 기구의 설립을 통해 기술 수요조사 및 발굴, 관

련 연구수행, 기술개발기관 지원, 사후관리 및 상용화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

련해야 한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준

비가 빨랐기는 하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연구 과정을 거친 웹 접근성과 비교해 정

책의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다소 늦어졌던 웹 접근

성 도입 시기와 비교해 모바일 접근성 정책 수립 단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다가오는 모바일·융

합 환경에서의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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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웹/앱 접근성 정책과 현황 조

사를 통해 기존의 모바일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해외 모바일 접근성 관련 정보통

신(ICT) 접근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영국 및

주요 기구의 접근성 정책을 살펴본 결과, 해외 주요 사례에서는 국내와 달리 접근성의 정

의와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나타나는 특징들이 발견됐다. 국내외 웹 접근성 동향 및 모바

일 접근성 움직임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한 결과, 국내외 모두 아직까지 모바일 접근성

보다 웹 접근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을 별도로 분류하기 보다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재개정

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기기에 대한 규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국내 정책의 경우 모바일 관련 지침이 제정되었고 지속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있으나 웹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국제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

춰 도입하기 때문에 관련 지침의 도입 시점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빠르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

성에 대한 준비가 빨랐기는 하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연구 과정을 거친 웹 접근성

과 비교해 정책의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다소 늦어졌던 웹 접근성 도입 시기와 비교해 모바일 접근성 정책

수립 단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정

책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선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국내와 해외 모두 모바일 접근성을 준비하는 시작단계에 해당하나 이 중 국

내 민간 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바일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많이 찾

아볼 수 있으나 정부기관 등의 협력 및 분업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인식 제

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등 정책

및 법률적 측면과 기술·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차세대 정보

통신(ICT)분야의 시장지배력을 갖춘 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선행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도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모바일 관련 기술개발 흐름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파편화된 모바일

환경을 통합하기 위한 선행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도출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춘 모바일 표준 지침과 함께 다양한 장애유형과 인지특성을 반

영한 사용자들의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재에는 해외 지침 및 표준의 모바일 웹이

나 앱을 대상으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간혹 IPTV 등의 대상이 나타나지만 법과는 다

르게 지침의 경우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그 대상에 맞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웹에 비중이 치우쳐 있다. 반대로 국내의 경우 모바일 웹보다는 모바일 앱의 지침을 제정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모바일·융합 환경에서 급변하는 기술 흐름에 따라 지침과

표준을 도입하고 제정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

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기기와의 호환 및 융합으로 인한 환경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침에 따른 접근성 강화가 아닌 사용자 측면에서의 접근성 지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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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입이 필요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인증마크 제도의 도입을 통한 모바일 접근성 인식의

제고와 민관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또한 접근성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 기구의 설립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장

치의 구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현 시점에 맞는 모바일 접근성 제도 등의 준비는 초기단

계이다. 따라서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한 협력 기구의 설립을 통해 기술 수요조사 및 발

굴, 관련 연구수행, 기술개발기관 지원, 사후관리 및 상용화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을 위해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와 해외 접근성 사례

조사들을 통해 분석을 토대로 그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시사점을 통해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모바일 접근성 각 제고 방안을 제안하

고 시기에 따른 세부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제고 방안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웹 접근성의 10년 흐름과 국내외 모바일 접근성 동향 및 사

례를 바탕으로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웹/앱 접근성 활성화를 위한 제고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 시기별 적합한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까

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였다. 단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바일 융합 초기에 해

당하며, 중·장기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10년 이내를 모바일 융합 성장 및 성숙기

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본 연구에서의 제고 방안 분야는 크게 4가지로 용어

재정의와 전략 수립, 법률·정책, 표준화 추진,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모바일 융합 초기에 용어는 웹 접근성과 모바일 웹/앱 접근성, 정보접근성, 스마트

기기 접근성 등 다양한 용어 혼재로 정리가 필요하며, 중·장기에는 사물인터넷(IoT) 접근

성에서 정보통신(ICT) 접근성 가이드라인 통합이 필요하다. 법률·정책 면에서의 단기에는

모바일 접근성을 포함한 관련 법규 개정과 모바일 접근성 인증 도입이 필요하다. 중·장기

는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관련 법률 제·개정과 품질마크 인

증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표준화 추진에서는 단기에 모바일 접근성 사용자 평가

방법 개선과 사용성 강화가 요구되며, 중·장기에는 기술 중심의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표준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산업의 단기에서는 정부의 주도 아래 민간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모바일 융합

성장 및 성숙기에 해당하는 중·장기에서는 정부와 민간 상호 협력 통한 모바일 접근성과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제고 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모바

일·융합 환경에서의 단기 및 중·장기 접근성 제고 방안은 다음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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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모바일 융합 초기

(2015-2017년)

[향후 3년 이내]

중·장기: 모바일 융합 성장 및 성숙기

(2018-2024년)

[향후 4-10년]

용어 재정의와

전략 수립

웹 접근성, 모바일 웹/앱 접

근성, 정보접근성, 스마트기

기 접근성 등 용어 혼재로

정리 필요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가이드라인

통합

→

정보통신(ICT)

접근성 가이드라인

통합

법률·정책

Ÿ 관련 법규 개정으로 모바

일 접근성 포함

Ÿ 모바일 접근성 인증 도입

Ÿ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

근성 관련 법률 제·개정

Ÿ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도입

표준화 추진
모바일 접근성 사용자 평가

방법 개선 및 사용성 강화

기술 중심의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표준화 지침 마련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산업

정부의 주도 아래 민간 참

여 방안 마련 필요

정부와 민간 상호 협력 통한 모바일 접근성과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

근성 제고 방안 수립

<표 6-1>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단기 및 중·장기 접근성 제고 방안

1. 용어 재정의와 전략 수립

웹 접근성, 모바일 웹/앱 접근성, 정보접근성, 스마트기기 접근성 등 용어 혼재

로 인해 모바일 접근성을 포함할 수 있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 5장에서 조사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나라에서는 모바일 접근성이라는 용어대

신 접근성이나 접근성을 포괄하는 정보 접근권 또는 정보통신(ICT) 접근성 용어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이라는 포괄적적인 의미에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스마트기기 접근성 등 접근

성 관련 용어가 다양하다. 최근 2011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

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비장애

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App)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

근 환경 및 수준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정보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는 대상에 따라 접근성 용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에서의 접근성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웹 접근성 실태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모바일 접근성이 추가되면

서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융합 환경에서는 지금

보다 더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된 접근성 용어를 만드는 것은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정보 접근성 등 용어 구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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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정립하거나 해외 사례와 같이

정보통신(ICT) 접근성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해외 사례

를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통신(ICT) 접근성 용어를 널리 사용하

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이나 사물인터넷 접근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보통신(ICT) 접근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법률·정책

모바일 접근성을 포함한 기존 접근성 관련 법규 개정 및 모바일 접근성 인증 도

입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4, 5장에 걸쳐 다룬 국내외 접근성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도입된 시

점에 비해 접근성 관련 법률·정책 준비는 웹 접근성보다 더딘 상황으로 나타났다. 각 나

라에서는 모바일 접근성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이전의 웹 접근성 법률 및 정책, 지침을

모바일 접근성에 연계하고 있다. 국내는 이미 2014년 10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가

입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기존 PC를 사용했던 시기와 달리 비장애인뿐만 아닌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수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양한 기기가 등장함으로써 모바일 기기에 따른 접근성 이슈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바

일 접근성 관련 법률 제체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은 웹 접근성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바일 접근성이 포함된 관련 법률 및 정책 제·개정 작업이 추진되어야하고, 기존 웹 접

근성보다 모바일 접근성 준수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해외에

비해 국내 웹 접근성 법률의 강제성은 낮기 때문에 웹 접근성 소송 및 판결 사례가 많지

않으며, 모든 법인이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2013년 전까지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

는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

탕으로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미국은 장애인 접근성을 지원하지 않는 교육용 S/W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

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 접근성을 준

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과 같이 모

바일 접근성을 다루는 전문 인증기관과 평가제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 3곳이 웹 접근성 인

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 웹 접근성 시장을 활성화시

키고 웹 접근성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민간기관 등의 자체적인 지침 및 방식으로

인증마크를 무분별하게 부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웹 접근성 전례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고 모바일 접근성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 및 제도적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접근

성 인식제고뿐만 아니라 품질마크를 획득할 경우 기관은 국민 정책 신뢰도 향상, 기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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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 추진

기존 모바일 접근성 표준화는 지침에 사용자 평가 방법 개선 및 사용성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접근성이라는 큰 개념에 모바일 접근성이

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모바일 접근성에 한정되는 지침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

다. 반면 국내는 모바일 웹이나 앱 접근성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제정을 위한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의 특징은 기기의 운영체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표

적으로 iOS와 Android 운영체제는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접근성 기능이 다른 점이 특

징이다. 다양한 접근성을 포용하기에 지침의 내용이 일반화 되어있고 확실한 기준이 모호

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어떤 지침은 원리나 범주가 상당히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데 반

해, 다른 원리나 범주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떤 지침은 원리나 범주들이 있고 각 원

리나 범주별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어떤 지침은 그러한 원리나 범주 없이 지침

들이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접근성을 포용하기에는 지침의

내용이 일반화되어있고 기준이 모호하므로 지침의 각 부분에서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부분도 있어 지침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즉 모바일 기기에 한정하여 생각하기

보다 모든 사용자의 모바일 접근성 보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 중심의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및 정보통신(ICT) 접근

성 표준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접근성 대상은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되므로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보다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 즉, 사용자 중심의 평가기준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장애

인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접근성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점은 결국 차

별이 발생하는 지점은 개별 구성요소가 아니라 서비스 차원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용성 관점에서 접근

성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가 대상을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 설정하

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구성요소들을 접근성 지침을 이용해 평

가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사용성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평가

하게 되면 주요 서비스들의 실제적 사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

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콘텐츠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콘텐츠의 상대적 영향을

고려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 국가 표준에서 제시하는 범주 내에서 주관적 평가

요소를 가급적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모바일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침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사업

정부의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의 모바일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

인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향상은 법제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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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정부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와 달리 국내 민간기업 스스로가 모바일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 중 미국 IBM이나 영국의 BBC처럼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각 분야별에 따라 접근성 노력이 요구되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참여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추후에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모바일 접근성과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제

고 방안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노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와 같이 정기적인 모바일 접근성 교육이나 세미나, 홍보 및 보

급 등 전문성을 가진 컨퍼런스나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바일 4천만 시

대와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접근성에 집중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면 국제사회

에서 세계 모바일 접근성의 강국으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

육과정을 만들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접근성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하여 모바일

접근성을 연구하는 연구소와 협력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활동이 지원되어

야 한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기기와 사용자 계층이 나타남으로써 각 특성에 맞는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제2절 제고 방안별 세부 추진과제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을 위한 분야는 재정의와 전략 수립, 법률 및 정책, 표준화 추

진,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사업 등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추진 방향에 따라 향후 모바일 접

근성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바일 접근성 제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중·

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융합 초기에 해당하는 단기 과제 5개, 모바일

융합 성장 및 성숙기의 중·장기 과제 16개 등 총 16개로 구성된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

<표 6-2>와 같다. 접근성 개념과 용어 정립 및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선

등 이러한 국내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별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국내 모바일·융합 환

경에서의 웹/앱 접근성 저변을 확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융합 환경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그림 6-1>과 같이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최종 목표로 각 분야에 따라 세부추진

과제를 시기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선순위와 추진

년도는 정책 방향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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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모바일

융합 초기

(2015-2017년)

[향후 3년 이내]

1. 모바일 접근성과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

보통신(ICT) 접근성 개념과 용어 정립

2.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선

3. 모바일 접근성 평가방법 중 사용자 평가 방법 개선 및 사용성 평가 강

화

4. 모바일 접근성 개선에 민간 참여 방안 모색

5. 해외 모바일 접근성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중·장기: 모바일

융합 성장 및

성숙기

(2015-2024년)

[향후 1-10년]

6. 모바일 접근성,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등을 포

괄하는 정보통신(ICT) 접근성 관련 법률 제·개정

7. 모바일 접근성과 정보통신(ICT) 접근성 제고 추진 전략 수립

8.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과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

정

9. 정보통신(ICT)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선

10. 모바일 접근성과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표

준화 추진

11. 국내 사용자들의 모바일 접근성 지원 기능에 있어서의 차별 조사 및

개선 도출

12. 모바일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평가도구 개발

13.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 콘텐츠 개발

14. 모바일 앱과 기기 사용성,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

근성 평가 모델 개발

15. 정보통신(ICT) 접근성 준수 방안 전국 권역별 관계자 순회 교육 및

인식 제고

16. 한국의 정보통신(ICT) 접근성 연구 성과 발표 국제학술대회 개최 참

여

<표 6-2> 모바일·융합 환경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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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부 추진과제의 번호는 우선순위를 의미함

2) 우선순위와 추진 년도는 정부 정책 방향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그림 6-1>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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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융합 초기(2015-2017년)

가. 모바일 접근성,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정보통신

(ICT) 접근성 개념과 용어 정립

: 현재 접근성 용어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모바일 웹 접근

성, 모바일 앱 접근성), 정보 접근성 등의 사용으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용어 정립은

모바일·융합 환경 제고 방안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므로 단기에는 모바일·융합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접근성과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등을

포괄하는 정보통신(ICT) 접근성과 같은 용어 정립과 개념 재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정보통신(ICT) 접근성을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어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근성 용어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새로운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의견수렴을 위한

대안 등이 요구된다.

나.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선

: 현존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차원에서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을 마련한 것이 시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

지만 모바일 앱 준수기준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것과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이

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지침이 강제적으로 지켜지는데 제약이 있다. 현재 개정하고 있는

모바일 접근성 애플리케이션 평가지침에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하며,

국내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특성에 따른 준수사항과 권고사항

항목의 확대와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바일 앱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분

야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이 민간분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

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폰 개발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경우 모바일 접근성 지

침 자체를 모르거나 열악한 IT 개발환경으로 인해 개발 시점에서 모바일 접근성을 아

예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아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많지 않은 실정이고, 접근성 지침대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의 경

우에도 실제 장애인이 사용 시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관점에

서의 요구사항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 있는 전문가,

특히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

전문가 평가 및 사용자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전문가 평가 및

사용자 평가는 접근성 또는 기기의 숙련도에 따라 평가결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평가에 각 기관 및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

가결과 오차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평가 매뉴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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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사례 보고서 발간 등이 필요하

며 이는 모바일 앱 접근성 향상에 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 모바일 접근성의 사용자 평가방법 개선

: 현존하는 지침이나 평가방법을 토대로 웹 접근성을 평가했을 때, 접근성 지침을 준수

하거나 우수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해당 웹사이트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

용할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웹 접근성의 경우 사용자 평가는 과업 위주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자에 따른 능력이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편차가 크게 발

생하여 사용자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환경에서

도 다르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수립한 모바일 접근성의 사용자 평가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평가방법 개선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성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후 초기단계에는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모바일 웹과 앱을 시작으로 사용성 평가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라. 모바일 접근성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외 모바일 접근성 동향을 비교하면 국내가 해외에 비해 모바

일 접근성 움직임이 활발하며 정부기관보다 민간 기업의 모바일 접근성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의 IT기업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나 모바일 메신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협력이나 지원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모바일 접근성 움직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방

안 모색이 필요하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2008년 6월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파란, 싸이월드, 하나포

스, MSN 등 7개 포털과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으로 공동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참여기관의 메인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 배너를 설

치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애인’, ‘웹 접근성’ 등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우선적

으로 캠페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기관 주도하에

모바일 접근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참

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바일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및 접근성을 준수하는 곳에 세제 혜택을 주는 보상 및 성과 제도 등 다양한 방식

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IT

관련 기업 권고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요구된다.

마. 해외 모바일 접근성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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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모바일 접근성 동향은 미국, 영국 등으로 웹 접근성의 법률

및 정책, 지침을 모바일 접근성, 정보통신(ICT) 접근성에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외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사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미

국, 영국 등으로 제한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단기에서는 향후 모바일·융합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나라의 모바일 접근성 관련 법률 및 정책, 지침 등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모바일 접근성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모바일 접근성 방향 수립과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 및 관리 등 효율적인 방안 제

시가 요구된다. 국내외에도 법률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들의 모바일 접근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국내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2. 모바일 융합 성장 및 성숙기(2015-2024년)

가. 정보통신(ICT) 접근성 관련 법률 제·개정

: 모바일·융합 환경에서는 모바일 접근성,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사물인터넷(IoT) 접근

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정보통신(ICT) 접근성의 사용으로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정

책 제·개정 절차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과 표준에는 웹 접근성만 명시되

어 있으므로 정보통신(ICT) 접근성에 근거한 국가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는 해외 선진사레 등의 조사 및 분석과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 입장 반영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정보통신(ICT) 접근성에 대한 인식 제

고를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웹 접근성과 같이 모바일 기기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인증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상의 정보 격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향 모색에 대한 요구조사도 필요하다. 정보통신(ICT)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 작업하는 것이 모바일 융합 성장 및 성숙기에 가장 우

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모바일 접근성과 정보통신(ICT) 접근성 제고 추진전략 수립

: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 서비스 및 기능들로 인

해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모바일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관련 동향 파악과 법·제도,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연구 등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등 모바일과 정보통신(ICT) 접근성

전략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국내외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주요 선진 국가의 접근

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보통신(ICT) 접근성 관련 기술표준 등

분석을 해야 한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와 같이

모바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통신(ICT) 접근성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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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주요 모바일 제품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기 기준 선정이 무엇보다 필

요하며, 평가 대상자, 평가방법 등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실제 평가 시 심사 페이지, 기준

및 결과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정

: PC 기반에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웹 접근성이 모바일 접근성으로 이동됐으며,

지금부터 향후 10년 이내는 모바일 접근성에서 사물인터넷(IoT) 접근성, 정보통신(ICT)

접근성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는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

라인 및 지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정보통신(ICT) 접근

성을 반영하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향후 기기 대상은

지금처럼 웹과 스마트폰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

(IoT)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보통신(ICT)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통합하는 작업을 중·장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OS

버전 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과 지침 고도화와 객관화가 요구되며, 다음으로 사물과 사

물 간 연결이 요구되는 모바일 기기 접근성에 따른 보조기구 및 호환 기술의 가이드라

인과 지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모바일 접근성과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관련 기

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접근성 동향에 의하면,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개발 시

주요 대상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만 치중되어 있다. 데스크톱PC에서의 입력장치

는 키보드나 마우스, 모바일 기기에서는 주로 손을 이용한 조작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한 접근성 기능을 개선하고 있으나 다양한 장애 유형별에 따른 접근성 기능 및 기술

은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현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접근성과 웨어러블 기

기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표준에 따른 접근성 기술개발 및 도입 등의 추진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팔, 다리 신체를 이용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일부를 대체하거나 이용을 최소화하여 기기를 자동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하다. 현재 iOS에서 제공하는 보이스오버 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된다. 더 나아가 모바일

기기 내 탑재된 기능 외에도 다양한 보조기구들을 개발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

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융합 환경에서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뿐만이 아닌 다양한 기기가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기기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호환이

가능한 기술 및 보조기구 개발이 필요하다.

마. 국내 사용자들의 모바일 접근성 지원 기능에 있어서의 차별 조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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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국외에서 개발되다보니 모바일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어 지원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관련된 예로 최근 공개된 iOS 8.0에서는 점자 입력 기능이

추가되어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한국점자규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능을 제공

한다 해도 국내 장애인들은 외산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한국어 기능이 아닌 이상 접근성 지원 기능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모바일 접근성 기능면에서 국내 사용자들이 접근성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모바일 접근성 및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 본 연구의 4장 국내 접근성 동향 분석 중 웹 접근성 인식 제고에서는 웹 접근성 자동

진단프로그램 ‘K-WAH'를 개발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웹접근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K-WAH'는 웹 접근성의 일부 항목 진단을 통해

웹접근성연구소 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접근성의 오류들을 잡아주는 수

정 과정을 통해서 웹 개발자나 담당자들이 접근 용이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모바일·융합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 앱 개발 시 접근

성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접근성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

하다. 현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iOS와 비슷한 수준에서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

으므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이나 항목을

토대로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된다면 국내 모바일 접근성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후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연구

소나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평가도구를 무료로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국내는 웹 개발자 및 운영자에게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목적이나 특정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다양하게 진행해왔다. 반면 아직

까지 모바일 기기는 스마트폰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

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시점과 모바일·융합 환경에서는 장애인의 모바일 접

근성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 활용 콘텐츠 개발

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며, 장애 유형별에 따른 콘텐츠 개발도 요구된다. 사용자가 모

바일 기기 활용 교육 콘텐츠를 보고 직접 따라 할 수 있거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시 장애인 사용자 및 관련 실무 종사자의 다양한 의견

공유와 자문이 필요하며 콘텐츠 개발 전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발 후에는 장애유형 및 수준에 따른 시연 및 테스트, 보급 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 및 관련단체, 복지관, 특수학교 교사·학생·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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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모바일 기기 활용 콘텐츠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모바일 기기를 일상화 및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 모바일 앱과 기기 사용성, 웨어러블 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

평가 모델 개발

: 사물인터넷(IoT)시대에는 웨어러블 기기 등 기존 접근성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

의 ‘스마트 접근성’을 정의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웨어러블 기

기 및 정보통신(ICT)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비가시성(Invisibility)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

로 비가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각화를 기반으로 포괄적 스마트 접근성을 향상시키

고 이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측정시스템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종합적인 접근성 매트릭스를 토대로 각 접근성 가이드라

인별 측정시스템을 평가 모델에 적용하여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모바일 앱을 토대로 모

바일 앱과 기기 접근성 및 사용성과 접근성 평가에 반영하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 정보통신(ICT) 접근성 준수 방안 전국 권역별 관계자 순회 교육 및 인력양

성사업

: 중·장기 관점에서의 정보통신(ICT) 접근성 준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모색으

로는 국내 전국 권역별 순회 교육과 모바일과 정보통신(ICT) 접근성 인력양성 사업이

필요하다. 2005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인터넷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홈페이지 관련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

성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4년에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울

산 등 총 5개 지역에서 ‘상반기 웹 접근성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웹 접근

성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CT) 접근성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 및 정

보통신(ICT) 접근성 순회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접근성

순회 교육을 시작하며 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은 교육 참가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지침 소개, 관련 법률 및 인증제도 동향, 검사항

목에 대한 준수방법 및 적용사례 등으로 구성된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모바일 접

근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목

표로 국내 IT관련 학과에 정보통신(ICT) 접근성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모바일

접근성을 연구하는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기와 사용자 특성에

맞는 모바일 접근성과 정보통신(ICT) 접근성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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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ICT) 접근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차. 국내 정보통신(ICT) 접근성 연구 성과 발표

: 모바일·융합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진행된 정보통신(ICT) 접근성과 관련된 성과와 성

공사례들을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외 국제학술대회 혹은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국내의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최신 연구결과

및 사례를 해외 참가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접근성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지식

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학술적 교류 외에도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정보통신(ICT) 접

근성을 위한 국제적 교류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내의 정보통신(ICT) 접근성의 발전과 기반 구축에 관한 국제 표준화 방향

을 제시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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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웹에서 모바일로 변화됨에 따라 모바

일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기존의 데스크톱 환경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증으로 제

품, 서비스 및 산업 차원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웨어러블 기기에서 사물인터넷

(IoT), 정보통신(ICT)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패턴에도 근

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융합 환경의 전망을 분석하면, 향후 모

바일·융합 환경시대에서는 모바일 웹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향후 모바일·융합

환경시대에서는 스마트폰 웹과 PC환경의 유선 인터넷이 하나의 사이트로 통일될 것이며,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사용 기기가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에 따라 웹 접근성에서

모바일 접근성으로 이동되면서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PC 기반 웹사이트와 비슷한 환경의 스마트폰 웹을 선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만 PC와 스마트폰 미디어를 함께 통일시킬 웹 표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바일 기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앱 접근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에 따른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을 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모바일 접근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시급

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동향 및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

내는 웹 접근성이 시작된 지 10년으로 법률, 정책, 지침 외에도 실태조사와 인증마크 시

행 등 여러 가지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 접근성은 웹

접근성에 비해 시작단계이다. 모바일 웹 접근성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나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웹사

이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초기 미비했던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의 접근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은 이에 반해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의 대상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인과 노인을 비롯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신속한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모바일·융합 환경에 따른 모바일 접근성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

간 기업 모두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움직임 등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접근성을 가장 많이 활동한 나라

로 해당 나라의 웹 접근성과 최근 모바일 접근성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해외의 경

우 국내와 다르게 접근성 용어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된 특징으로 대상에 따

라 접근성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접근성 용어 및 의미에 중요

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의 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와 해외

모두 모바일 접근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우수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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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 비해 민간 기업에서의 모바일 접근성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

외에서는 BBC나 애플의 iOS, IBM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 자사만의 기준과 지침으로 모

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도 역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웹과 앱에 모바일 접근성을 도입시키고 있으며 별도로 접근성 사이트를 운영해 사용자들

에게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

일 메신저 카카오톡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능

을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해외에 민간 기업보다 국내의 민간 기업에서의 모바

일 접근성 우수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등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컨퍼런스나 지침 개발, 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누구나 동등한 접근성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부처, 금융기관, 기업들의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로 접근한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을 용어 재정의와 전략 수

립 법률 및 정책, 표준화 지침,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사업 등 각각에 해당하는 추진 목적

에 따라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실제 시기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총

16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부터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 접근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모바일 융합 초기로 구분하였고 추후 정보

통신(ICT) 접근성 시대를 성장 및 성숙기로 분류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요구되는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 국내 모바일 접근성 제고 방안과 향후 과제의 토

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 일정의 한계 상 해외 주요 나라

중 미국, 영국,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화된 나라와 주요기구 등을 중심으로 대상의 확대를 통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융합 환경에서의 접근성 관련 연구를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모바일 접근성 등 모바일 융합 환경을 맞이

하여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접근성 등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

구들을 통해 국내의 모바일 융합 환경에서의 접근성 준수 수준이 향상되고 국제적 표준

으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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