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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정보격차 간의
상관관계

김석일

기술과정보격차간의상관관계

미래기술발전은정보격차해소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인가?
2019. 11. 22

김석일

미래 기술들
“The best way to predict your
future is to create it.”
― Peter Dr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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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s Top 10 Strategic
Tech. Trends for 2020
(1) People-Centric
People-Centric Tech

Images modified from Gartner,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19-10-21gartner-identifies-the-top-10-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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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s Top 10 Strategic
Tech. Trends for 2020
(2) Smart Spaces
People-Centric Tech

Images modified from Gartner,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19-10-21gartner-identifies-the-top-10-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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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의 특징
“Robots will harvest, cook, and
serve our food. They will work
in our factories, drive our cars,
and walk our dogs. Like it or
not, the age of work is coming
to an end.”
―Gray Scott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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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Asymo, http://www.asymco.com/2013/11/18/seeing-whats-next-2/

가속중인 기술 발전 속도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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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aptured and modifed from: Safari, https://www.oreilly.com/library/view/designing-multi-device-experiences/9781449340391/ch01.html

거대한 생태계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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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두려움

Image Source: https://en.wiktionary.org/wiki/tip_of_the_ic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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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Ex Machina, https://movie.daum.net/moviedb/photoviewer?id=90112#999707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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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https://me.me/i/ba-ht-landline-united-the-family-mobiledivided-the-familu-21502145

Image Source: https://me.me/i/dont-blame-technology-2016-19164e7dd439d59b41ec8bda8d4b5b73a938

예측이 어려운 미래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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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Quora, Do you believ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ever rival human
creativity?, https://www.quora.com/Do-you-believe-artificial-intelligence-will-everrival-human-creativity

Image Source: Robocop,
https://movie.daum.net/moviedb/photoviewer?id=2447#328141
Image from:TC, Microsoft’s new drawing bot is an AI artist,
https://techcrunch.com/2018/01/18/microsofts-new-drawing-bot-is-an-a-i-artist/

인간 능력을 뛰어 넘는 기술 현실화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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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d from: Netflix application

개인화 – 비즈니스의 기본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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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aptured from: YouTube, Nissan's Brain to Vehicle Concept first
look at CES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Tn8YA8eV3as

Image from: Howstuffworks, How Brain-computer Interfaces Work,
https://computer.howstuffworks.com/brain-computer-interface.htm

완벽한 HCI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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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mar/21/apple-fbi-encryption-battle

Privacy vs National Security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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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aptured from: YouTube, Trolley Problem, https://www.youtube.com/watch?v=bOpf6KcWYyw

윤리와 현실적 딜레마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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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https://ifitshipitshere.blogspot.com/2009/07/play-learn-and-laugh-fake-for-real.html

Real Fake vs Fake Real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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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https://smilekiddo.wordpress.com/2011/02/01/funnyand-smart-%E2%80%93-they-have-it-all/

Image Source: Control4, REDESIGN YOUR HOME OFFICE TO BE MORE EFFICIENT AND
TECH SAVVY, https://www.control4.com/blog/375/redesign-your-home-office-to-bemore-efficient-and-tech-savvy

소비자 중심 자동화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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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과 재앙의 경계선
“딥러닝을 보면서 기술이 인간의
의식을 모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도 창조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졌다.‘ 인류에게는 축복일까
재앙일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 하석준 미디어와퍼포먼스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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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TechnoFAQ, https://technofaq.org/posts/2018/07/4-examples-of-future-technology-coming-to-your-workplace/.

기대되는
삶의 질 개선

“We can get at least as great
production in five days as we
can in six, and we shall probably
get a greater, for the pressure
will bring better methods.”
— Henry Ford

2019. 11. 22 ITA Conference

19

극복 가능한 신체적
한계
“An example of human
augmentation is using active
control systems to create limb
prosthetics with characteristics
that can exceed the highest
natural human performance.”
– Dyril Plummer, Gartner
Image from: https://knowyourdrug.wordpress.com/2014/06/29/first-and-only-exoskeletoncleared-by-fda-rewalk/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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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
“AI, AR, VR and other emerging
technologies have made work
more accessible for employees
with disabilities. Organizations
that actively employ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see a 29%
increase in profitability.”
- Daryl Plummer, Gartner
Image from: Business Insider, Restaurants in China are replacing waiters with robots,
https://www.businessinsider.com/chinese-restaurant-robot-waiters-2016-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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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Guadian, If robots are the future of work, where do humans fit in?,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may/24/robots-future-work-humans-jobs-leisure

심화되는 개인
소득 격차

“Work saves us from three great
evils: boredom, vice, and need“
- Voltai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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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Netflix , Black Mirror, Season 1 Episode 2 “핫 샷”

중독으로
이끄는 기술

“If technology is a drug – and it does
feel like a drug – then what, precisely,
are the side-effects?,”
- Charlie Brooker, Creator of ‘Black Mirror’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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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지적 격차
“By 2024, AI identification
of emotions will
influence more than half
of the online
advertisements you see.”
- Gartner Predictio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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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지적
격차

“If you hate a message, ignore it.
If it’s positive, engage with it.
If you don’t know, research it.”
- Christina Nicholson, Lifetime TV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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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Money Ball, https://movie.daum.net/moviedb/photoviewer?id=48250#724015

평등한 인간,
정말로?

“All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understand that
human life is equal.”
- Dave Gershgorn, Quartz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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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개인별
서비스 비용
“With IoB, value
judgements are applied to
behavioral events to
create a desired state of
behavior. Will it be hard to
get life insurance if your
Fitbit tracker doesn’t see
10,000 steps a day?”
- Dyril Plummar, Gartner
27

모바일 격차에서
사회적 격차로

2019. 11. 22 ITA Conference

“Major online marketplac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will start
supporting cryptocurrency
payments by 2022.”
- Dyril Plummar, Gartn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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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NBC News,Online privacy fears are real, http://www.nbcnews.com/id/3078835/t/online-privacyfears-are-real/#.XcblmlczZaQ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There are a lot more people
tracking you than you think.”
- Rick Jackson, Privada Inc.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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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Technology is nothing. What's
important is that you have a faith in
people, that they're basically good
and smart, and if you give them
tools, they'll do wonderful things
with them.”
― Steve Job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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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https://namu.moe/w/%EC%9D%B8%EB%94%94%EC%95%84%EB%82%98%20%EC%A1%B4%EC%8A%A4
%20%EC%8B%9C%EB%A6%AC%EC%A6%88

미래 기술은 “독이든 성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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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XYYWZYM은 정치적
균형 시각 유지 “탈진실
성공과 경제적 이익을

2019. 11. 22 ITA Conference

취하려는 소수집단에 의해서
시작된다.”
 심영섭경희사이버대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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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기술?
“선한” 기업?

“AI is flawed in the same way
that humans are flawed.”
- Ellen Broad, Open Data Institut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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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 Vasily Grigorevich Perov, Russia

4차산업혁명

번영의 시대

혼란의 시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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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김석일
명예교수충북대학교
PXN%HGSZFHPW
MYYUX\\\NYXFQQPW

2019. 11. 22 IT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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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최문정

정보격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최문정 교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aging.kaist.ac.kr
moonchoi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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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The Daily Star

디지털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2

Figure: The Dail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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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역량, 활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사회자원에의 접근, 역량, 활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5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
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화시대(Information Age)
디지털컴퓨터의 대중화로 인한 기계 및 아날로그 전자기술에서
디지털 전자기록으로의 전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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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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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Singularity – an event which changes things so fundamentally that
there is absolutely no going back.
• Digital natives (디지털 원주민) – they have spent their entire lives
surrounded by and using computers, video games, digital music players,
video cams, cell phones, and all the other toys and tools of the digital
age (today’s average college grads have spent less than 5,000 hours of
their lives reading, but over 10,000 hours playing video games)
• Digital immigrants (디지털 이민자) – they learn to adapt to their
environment, and they always retain to some degree their accent, i.e.
their foot in the past.
10

Resource: Prensk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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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를 볼 때 길이와 상관 없이 항상 프린트해서 본다
2. 문서를 볼 때 길면 프린트해서 본다
3. 문서를 수정하려면 반드시 프린트해서 그 위에 손으로 적어야
한다
4. 문서를 보기위해 프린트할 때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프린트해서 오피스로 가져와 달라고 한다
5. 흥미로운 웹싸이트를 발견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내 책상위의
모니터를 보라고 한다.
6. 내 이메일을 받았는 지 전화로 확인한다.
11

Resource: Prensky (2001)

혁신확산이론 (Diffusion of Innovations)

12

Figure: The Dail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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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
차별주의(‐ism)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종속적 집단에
속하게 되면 가중적 억압을 받는 구조를 의미
교차성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Crenshaw는 1989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흑인여성’으로 받는 차별은 ‘흑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 두
정체성으로 인한 가중적 구조가 있다는 점들 지적.

15

References: Crenshaw (1989); 최문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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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접근할 수 있는 사람 vs. 접근할 수 없는 사람 (기존의 이분적 정의)

인터넷 접속 속도와 역량에 따른 스펙트럼 (새로운 정의)
16

핵심질문
•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연결하는가?

Who, with which characteristics, connects how to what
디지털정보격차 요인
• 인프라 (통신망 등)
• 경제적 어려움 (기기를 살 비용 등)
• 사회인구학적 특성 (교육수준, 장애유무 등)
• 디자인 (UX 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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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글로벌 표준의
전략과 고민

구자은

W3C 글로벌 표준의
전략과 고민
구자은, PhD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장애의 개념 변화

03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
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
다.

장애의 여러가지 측면 - 청각장애

영구적 청각장애

중이염으로 인한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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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환경의 바텐더

장애의 여러가지 측면 – 언어장애

언어장애

후두염

심한 엑센트

   

장애의 여러가지 측면 - 시각장애

시각장애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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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태만 운전자

장애의 여러가지 측면 - 작동장애

팔이 손상된 경우

팔을 다친 경우

신생아 부모

   

상황 및 맥락에 따른 장애

1980 : 개인적 상황 - 손상으로
인한 제약이나 능력 부족

오늘날 : 개인의 신체와 사회현상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복잡한 현상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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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아니라 인간
상호작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접근성이란...

041

접근성

●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경
험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
●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노력하
는것
● 또한 오늘 우리 모두 여기에 모인 이유

접근성 관련 그룹과 접근성 표준
디자이너 및 웹개발자들

정책결정자 및 법조인
품질관리 전문가들

W3C
접근성 표준

브라우저, OS 플랫폼,
하드웨어 개발자들

장애인을 위한
조직들
접근성 전문가
및 연구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042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과
접근성 가이드라인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WCAG)

-

접근성 단순 소개가 아닌 기술적 표준 (예: US)
ISO/IEC 40500 표준
인식가능, 작동가능, 이해가능, 견고성의 4원칙
3가지 성공기준

043

WCAG의 변화
Stable, referenceable technical standards

WCAG 1.0
(1999)

WCAG 2.0
(2008)

WCAG 2.1
(2018)

WCAG 2.2
(2019-)

WCAG 변화 진행방향
Silver TF
(2017)

AG x.x?
(2021?)

Silver 태스크 포스 목표

● 웹접근성 가이드라인 이용 및 이해의 용이성 증
진
● 적용범위의 확장(보다 많은 장애와 많은 기술)
● 내용 관리와 갱신의 용이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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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Guideline 워킹 그룹 고민들

●
●
●
●

검증가능성
확장인가 삭제인가
실버 태스크 포스와 연계성
보다 많은 관점, 대화과정, 이해관계자들 (예:
Cognitive & Learning Disabilities Accessibility TF)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 (ARIA) 표준

● W3C 기술적 표준 / ARIA 1.2 (Jan, 2020)
● Ajax, HTML, Javascript 및 관련 기술로 개발된
역동적 컨텐츠와 진화된 이용자 인터페이스 컨
트롤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표준
● AT가 제공해야할 기능성을 정의: 위젯의 역할
및 속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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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Authoring Practice Guides(ARIA-APG)

● 웹 컨텐트 개발자가 ARIA를 이용해 어떻게 접
근성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도와주기 위
한 노력으로 많은 예제들을 포함
● 최근에 추가된 “접근성 이름과 기술” 부분은 혼
란스런 ARIA 개념과 이용에 대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려는 노력

ARIA 워킹 그룹 고민들

● Role parity
● ARIA Examples
● ARIA - AT 커뮤니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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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증진을 위한 고민과 노력들:
한국적 함의

W3C 국제 표준과 한국의 접근성 증진 노력 1

W3C 글로벌
표준의
전략과 고민

한국의 접근성 증진
노력과 고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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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국제 표준과 한국의 접근성 증진 노력 2

W3C 글로벌
표준의
전략과 고민

한국의 접근성 증진
노력과 고민들

W3C 국제 표준과 한국의 접근성 증진 노력 3

W3C 글로벌
표준의
전략과 고민

한국의 접근성 증진
노력과 고민들

048

질문과 토론

감사합니다.

구자은 (JaEun Jemma Ku)
a11ydo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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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s 1 : 웹 접근성

WCAG 2.2 및 3.0 개정 동향과
향후 KWCAG 개정 방향

노석준

국내외 정보접근성 현황

국내외 정보접근성현황 및 문제점

국내 정보접근성 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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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지지부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 등 정보접
근성 관련 법령 개정 작업
 급변하는 IT 환경과 정보접근성 관련 이슈들을 반영한 정보접근성 관련 법령 개정에 대
한 사회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제때에 적절히 수용반
영하고 있지 못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정보접근성 관련 조항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재 개정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7년 4월 10일 제정 이후 전
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내 웹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정보접근성 관련 콘트롤타워 부재
 분산되어 있는 정보접근성 관련 부처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인
한 업무 수행 및 협력 보완 필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수행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접근성 업무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관등 정보접근성 업무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접근성 관련 차별 진정 업무 수행
과기정통부
국가기관등
정보접근성 업무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접근성 관련
차별 진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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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접
근
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
지법」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접근성 업무

국내 웹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2’ 개정 관련 이슈 미해결로 인한 개정 작업 지연
 W3C의 WCAG 2.1 공포(2018.6.5)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2’
개정 관련 이슈
 별도의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개정 vs. WCAG 2.1 수용
 WCAG 2.1 수용 시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가? Level A or AA or AAA ?
 W3C는 현재 WCAG 2.2(2020.11. 예정)와 WCAG 3.0(2022.11. 예정) 개정 작업중임

국내 웹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관련 이슈 미해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지정 국가 공인 3개 민간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인증심사 vs. 인증심사 + 컨설팅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율의 현격한 차이(NIA 인증: 40% 대 vs. 인증기관 인증 90% 대)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재평가 실시 및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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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무인화 경향의 급속한 확산으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활용
도 급증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침해 가능성 
 금융, 행정, 공항 등 키오스크 약 14만대 운영 중
분야
금융기관(ATM)
행정(무인민원발급기)
공항(무인발권기)

설치 대수(대)
133,390

조사기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19)

3,904

행정안전부(’19)

175

입법조사처(’18)

국내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8년 기준, 국내 패스트푸드점 절반 이상이 키오스크를 도입사용하고 있
으며, 철도공항버스 등 교통, 의료, 영화관 등 민간분야에서 키오스크 활용
도가 급증하고 있음
 ’19년 키오스크 접근성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NIA)
 800대 표본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
 (국가표준)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기반 체크리스트 35개 요구사항 준수 여부
점검
 잠정 결과
 접근성 준수율: 평균 45.5%
 금융자동화기기: 67.2%, 행정민원발급기: 56.8%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음
 그 외 분야의 접근성 준수율은 50% 이하로 저조함
 음식점, 영화관 등 민간분야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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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키오스크 관련 규정 및 표준 현황
관련 규정 현황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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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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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주요 내용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
구매, 설계, 제작, 가공 시 필요 사항 규정
부 고시)
 정보통신제품의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 별
표 포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
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인민원
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
발금기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을
격」(행정안전부 고시)
정하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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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키오스크 관련 규정 및 표준 현황
관련 규정 현황

국가표준
(2종)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KS X 3192)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KS X 9211:2016)

주요 내용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은
행,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
(ATM)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제작 및 제공 등
요구사항 제시
 공항, 철도, 지하철, 영화관 등 공공 이용 장
소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장
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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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
(1종)
단체표준

주요 내용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9조(민간기관 등과
의 협력) 2항에 따라 한국은행과 민간금융기
관이 구성한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
「장애인을 위한 CD/ATM
회에서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제약으로
표준」
CD/ATM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
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여
시중은행에 그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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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키오스크 관련 법률 개정 추
진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개정(‘19.5)을 통하여 최
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국내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키오스크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중
 But ,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류 중임  대통령령에서 정보통신의
범위에 웹 및 키오스크 등 포함
 제36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 제2차(2019년 7월 25일)에서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이헌승 의원 발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
임하여 새로운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기가 등장할 때 정부가 그것을 계속 추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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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2.2 개정 작업 중
 2020년 11월 공포(Rc) 예정
 기존 체계 그대로 유지
 현재 검토 중인 내용













Accessible Authentication
Touch Target Spacing
Focus visible (Enhanced)
Essential Controls
Custom interactions
Find help
Information in steps
Visible labels
Orientation (Enhanced)
Page break navigation
Page break locators
Proximity of related

information
 Page refresh
 Confirm before Submit
(was Undo errors)
 Icons for inactive controls
 Dragging
 Visual Indicators
 Icon Description
 Contrast calc update
 Deprecate 4.1.1
 Reflow updated

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2.2 개정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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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2.2 개정 작업 중
 웹/모바일 접근성을 넘어 사용성(usability)까지 확대
 기존 지체장애, 시각장애 중심에서 보다 광범위한 장애 유형 포함

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3.0(가칭 ‘Silver’) 개정 작업 동향
 2022년 11월 공포(Rc)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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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3.0(가칭 ‘Silver’) 개정 작업 동향
 예상되는 주요 변화

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3.0(가칭 ‘Silver’) 개정 작업 동향
 예상되는 주요 변화
 기존 4개 원칙(Perceivable, Operable, Understandable, Robust) 유지
 But, 재구조화(restructuring)
 원칙(Principles), 지침(Guidelines), 성공기준과 기법(Success Criteria & Techniques)
 지침(Guidelines), 방법(Methods)
• 지침: 평이한 용어로 쓰여진 일반적인 정보와 의도
• 방법: 더 많은 기술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예, 지시, 그리고 테스트
 Technology specific
 Technology-specific success criteria will become Methods.

 정보 검색 용이성 증진을 위해 태깅 엔진(tagging engine) 추가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API 제안
 WCAG 3.0 = 업데이트된 2.1 지침 + Silver를 위한 신규 지침 + 과제(task) 완료 검사를 위한
신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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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3.0(가칭 ‘Silver’) 개정 작업 동향
 예상되는 주요 변화
 점수시스템(point system) 도입

“접근성준수는 많은 부분이 함께 작용하는 복잡한 주제다. 점수를 매기는 것(scoring)은
더 쉽게 이해된다. 점수는 ‘내가얼마나 잘했느냐?’이다. 이 지침은 장애인이 제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조직에게 보상을 주는 보다 유연한 구조를 사용
한다.”

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3.0(가칭 ‘Silver’) 개정 작업 동향
 예상되는 주요 변화
 점수시스템(point system) 도입

•
•
•
•

점수 채점 시스템(pointscoringsystem)은기능적 사용자 요구별로 범주화됨
제품 또는 프로젝트는 각 범주에서 최소 점수를 획득해야 함
전체 수준: 금(Gold),은(Silver),동(Bronze)
수준(level): 개별 성공기준이 아닌 전체 점수로 배정  사용성 검사, 과제 완료 및
장애인과의 사용자 연구와 같이, 개별 합격/불합격 시험 이상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
한 인센티브 창출
• 최소로만 수행하면 최소점수를 받음. 최소 이상을 행한 기관은 은(Silver) 또는 금
(Gold) 수준 점수 획득(최소 수준 이상을 행한 예: 장애인의 사용성 향상, 과제 완료 r
검사,접근성 설명 작성 및 제품 설계에 장애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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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웹접근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W3C의 WCAG 개정 작업 등에 국내 정보접근성 전문가 등 참여 저조 
한국적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W3C의 포럼, 세미나, TFT 활동 등을 통해 마련·공포되는 지침이나 기술문서 등은 국내
외 정보접근성 관련 법령, 지침, 실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산업체와 장애인단체 등에서 국내 독자 국가표준 대신 W3C의 WCAG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W3C의 WCAG
수용 필요성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업무담당자가 빈번하게 바뀌며, 전문가들 역시 행·재정
적인 요인들로 인해 W3C의 제반 활동에 지속적·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임  국내 정보접근성 관련 요구사항이 국제 지침 등에 적극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확고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고시 수준이 아닌 정보접근성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확고한 법적 근거 마련
 급변하는 IT, AI, IoT 기반의 4차산업혁명사회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보접근성 증진
법안 및 방안 마련
 다변화되고 있는 ICT 기기 및 AI, IoT 등 정보접근성 관련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 정
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예: EU의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AI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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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행재정 및 전문인력 확충 필요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확충 필요
 과기정통부 웹접근성 관련 예산 미미: ’18년 5.5억, ’19년 7.5억(키오스크 개선을 위한 예산
1.58억 포함)
 정보접근성 관련 전담인력 태부족(현재 NIA 내에 키오스크 개선 관련 전문인력 1명)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행재정 및 전문인력 확충 필요
 W3C의 각종 정보접근성 관련 논의의 장(예: 포럼, 세미나, TFT)에 국내 정보접근성 관
련 정부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
 국내 정보접근성 관련 정부 업무담당자와 정보접근성 전문가들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행
재정적인 지원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국제 지침 마련  국제 지침 수용의 선순환적 시스
템 마련
 특히 정보접근성에 전문성을 지닌 정부 업무담당자 확충 및 해당 업무에 대한 지속 배치 
History를 아는 정보접근성 분야 국제전문가 육성  정보접근성 선도국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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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접근성 관련 부처 및 업무 총괄 콘트롤타워 구축 필요
 분산되어 있는 정보접근성 관련 부처 및 업무(예: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를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필요
 ‘정보접근성 업무 총괄 부처 순환제도’(가칭) 법제화 필요
 정보접근성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를 2~3년 주기로 변경하되, 총괄 부처에서 해당 기간 동안
정보접근성 업무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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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WCAG 개요

 정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ore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버전

‐ KWCAG 1.0 : 2005.12 (18개 검사항목)
‐ KWCAG 2.0 : 2011.01 (22개 검사항목)
‐ KWCAG 2.1 : 2015.03 (24개 검사항목)

 특징
‐ 웹 접근성 국가표준 (KCS.OT‐10.0003/R2)
‐ 본 표준은 ‘W3C WCAG2.0(2008.12.)’의 12 개 지침과 이의 준수를 위한 성공 기준의
중요도 A항목을 중심으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웹 접근성 표준 개정 대비, 준비해야 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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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WCAG 검사항목
구분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검사항목
1.
2.
3.
4.
5.
6.
7.

적절한 대체텍스트
자막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자동 재생 금지
콘텐츠 간의 구분

17.
18.
19.
20.
21.
22.

구분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기본언어 표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콘텐츠 선형구조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오류정정

견고성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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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8. 키보드 사용 보장
9. 초점 이동
10. 조작 가능
11. 응답시간 조절
12. 정지기능 제공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15. 제목 제공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23. 마크업 오류 방지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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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 KWCAG 개정 이슈

 배경
웹 접근성 국제 표준인 WCAG의 개정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2.1 (2018.06.05)

 개정 활동
‐ 2017.12 웹 접근성 국가표준(KWCAG 2.2) 개정 대비 WCAG 2.0/2.1 분석보고서 (NIA)
‐ 2018.12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워크숍 (NIA)
(W3C 국제표준 부합화 및 한국형 국가표준 유지 등)

웹 접근성 표준 개정 대비, 준비해야 할 기술

2. 웹 접근성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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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표준 개정 대비, 준비해야 할 기술

2.1 WCAG 개요

 정의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버전

‐ WCAG 1.0 : 1999.05 (65개 Checkpoints) https://www.w3.org/TR/WAI‐WEBCONTENT/
‐ WCAG 2.0 : 2008.12 (61개 Success Criterion) https://www.w3.org/TR/WCAG20/
‐ WCAG 2.1 : 2018.06 (78개 Success Criterion) https://www.w3.org/TR/WCAG21/

 특징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Recommendation

웹 접근성 표준 개정 대비, 준비해야 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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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CAG : Success Criterion (1)
Principles

Guideline
Success Criteria
Success Criteria
1.1 Text Alternatives
1.1.1 Text Alternatives
1.1.1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1.2.1 Audio‐only and Video‐only (Prerecorded)
1.2.1 오디오전용 및 비디오전용 (녹화된)
1.2.2 Captions (Prerecorded)
1.2.2 자막 (녹화된)
1.2.3 Audio Description or Media Alternative (Prerecorded) 1.2.3 음성 해설 또는 미디어 대체정보 (녹화된)
1.2.4 Captions (Live)
1.2.4 자막 (생방송)
1.2 Time‐based Media
1.2.5 Audio Description (Prerecorded)
1.2.5 음성 해설 (녹화된)
(시간기반 미디어)
1.2.6 Sign Language (Prerecorded)
1.2.6 수화 (녹화된)
1.2.7 Extended Audio Description (Prerecorded)
1.2.7 확장된 음성 해설 (녹화된)
1.2.8 Media Alternative (Prerecorded)
1.2.8 미디어 대체정보 (녹화된)
1.2.9 Audio‐only (Live)
1.2.9 오디오전용 (생방송)
1.3.1 Info and Relationships
1.3.1 정보의 연관관계
1.3.2 Meaningful Sequence
1.3.2 논리적인 순서
1.3 Adaptable
1.3.3 Sensory Characteristics
1.3.3 감각에 따른 특징들
(적응가능한)
1.3.4 Orientation
1.3.4 오리엔테이션
1.Perceivable
1.3.5 Identify Input Purpose
1.3.5 입력 목적 식별
(인식의 용이성)
1.3.6 Identify Purpose
1.3.6 목적 식별
1.4.1 Use of Color
1.4.1 색상 사용
1.4.2 Audio Control
1.4.2 음성정보 제어
1.4.3 Contrast (Minimum)
1.4.3 명도대비 (최소한)
1.4.4 Resize text
1.4.4 문자정보 크기 조절
1.4.5 Images of Text
1.4.5 문자정보의 이미지 제공 (금지)
1.4.6 명암대비 (강화된)
1.4 Distinguishable 1.4.6 Contrast (Enhanced)
1.4.7 배경음 없음 또는 낮음
(식별가능한) 1.4.7 Low or No Background Audio
1.4.8 Visual Presentation
1.4.8 시각적 표현
1.4.9 Images of Text (No Exception)
1.4.9 문자정보의 이미지 제공 (금지) (예외 없음)
1.4.10 Reflow
1.4.10 리플로우
1.4.11 Non‐text Contrast
1.4.11 비텍스트의 명도대비
1.4.12 Text Spacing
1.4.12 텍스트 간격
1.4.13 Content on Hover or Focus
1.4.13 마우스를 올리거나 초점을 맞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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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Remark
A
A
A
A
AA
AA
AAA
AAA
AAA
AAA
A
A
A
AA
AA
AAA
A
A
AA
AA
AA
AAA
AAA
AAA
AAA
AA
AA
AA
AA

New
New
New

New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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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CAG : Success Criterion (2)
Principles

2.Operable
(운용의 용이성)

Guideline

Success Criteria
2.1.1 Keyboard
2.1.2 No Keyboard Trap
2.1 Keyboard Accessible
(키보드 접근성)
2.1.3 Keyboard (No Exception)
2.1.4 Character Key Shortcuts
2.2.1 Timing Adjustable
2.2.2 Pause, Stop, Hide
2.2.3 No Timing
2.2 Enough Time
(충분한 시간)
2.2.4 Interruptions
2.2.5 Re‐authenticating
2.2.6 Timeouts
2.3.1 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
2.3 Seizures and Physical Reactions
2.3.2 Three Flashes
(발작 및 신체적 반응)
2.3.3 Animation from Interactions
2.4.1 Bypass Blocks
2.4.2 Page Titled
2.4.3 Focus Order
2.4.4 Link Purpose (In Context)
2.4.5 Multiple Ways
2.4 Navigable
(네비게이션 가능한)
2.4.6 Headings and Labels
2.4.7 Focus Visible
2.4.8 Location
2.4.9 Link Purpose (Link Only)
2.4.10 Section Headings
2.5.1 Pointer Gestures
2.5.2 Pointer Cancellation
2.5.3 Label in Name
2.5 Input Modalities
(입력 양식)
2.5.4 Motion Actuation
2.5.5 Target Size
2.5.6 Concurrent Input Mechanisms

Success Criteria
2.1.1 키보드
2.1.2 키보드 함정 금지 (빠져나갈 수 없는)
2.1.3 키보드 (예외 없음)
2.1.4 문자 키 단축키
2.2.1 시간 조절가능
2.2.2 일시정지, 중단, 숨김
2.2.3 시간제한 금지
2.2.4 중단
2.2.5 재인증
2.2.6 시간 초과
2.3.1 3회 깜빡임 또는 한계치 이하
2.3.2 3회의 번쩍임
2.3.3 상호 작용에서의 애니메이션
2.4.1 영역 건너뛰기
2.4.2 페이지 제목
2.4.3 초점이동 순서
2.4.4 링크 목적 (문맥상으로)
2.4.5 다양한 방법
2.4.6 헤딩 및 레이블
2.4.7 초점이동 육안확인
2.4.8 위치
2.4.9 링크 목적 (링크정보만으로)
2.4.10 섹션별 헤딩 제공
2.5.1 포인터 제스처
2.5.2 포인터 취소
2.5.3 이름의 레이블
2.5.4 운동 발동
2.5.5 목표 크기
2.5.6 동시 입력 메커니즘

LEVEL Remark
A
A
AAA
A
New
A
A
AAA
AAA
AAA
AAA
New
A
AAA
AAA
New
A
A
A
A
AA
AA
AA
AAA
AAA
AAA
A
New
A
New
A
New
A
New
AAA
New
AA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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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CAG : Success Criterion (3)
Principles

Guideline

3.1 Readable
(읽기 가능한)

3.Understandable
(이해의 용이성)

3.2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3.3 Input Assistance
(입력 지원)

4.Robust
(견고성)

4.1 Compatible
(호환성)

Success Criteria

Success Criteria

LEVEL

3.1.1 Language of Page

3.1.1 페이지 언어

3.1.2 Language of Parts

3.1.2 부분 언어

AA

3.1.3 Unusual Words

3.1.3 통상적이지 않는 단어 (특이한)

AAA

3.1.4 Abbreviations

3.1.4 약어
3.1.5 읽기능력 수준 (이해정도)

AAA

3.1.5 Reading level
3.1.6 Pronunciation

3.1.6 발음

AAA

AAA

3.2.1 On Focus

3.2.1 초점적용 시

3.2.2 On Input

3.2.2 입력 시

A

3.2.3 Consistent Navigation

3.2.3 일관된 탐색

AA

3.2.4 Consistent Identification

3.2.4 일관된 식별

AA

3.2.5 Change on Request

3.2.5 요청에 의한 변화

AAA

3.3.1 Error Identification

3.3.1 오류 식별

3.3.2 Labels or Instructions

3.3.2 레이블 또는 지시

A

3.3.3 Error Suggestion

3.3.3 오류 제안

AA

A

A

3.3.4 Error Prevention (Legal, Financial, Data) 3.3.4 오류 예방 (법, 금융, 자료)

AA

3.3.5 Help

3.3.5 도움말

AAA
AAA

3.3.6 Error Prevention (All)

3.3.6 오류 예방 (모든)

4.1.1 Parsing

4.1.1 문법 분석

4.1.2 name, role, value

4.1.2 name, role, value

4.1.3 Status Messages

4.1.3 상태 메시지

073

Remark

A

A
A
A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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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uccess Criteria and Level
Success Criteria ‐ For each guideline, testable success criteria are provided to allow WCAG 2.0 to be used where
requirements and conformance testing are necessary such as in design specification, purchasing, regulation, and
contractual agreements.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different groups and different situations, three levels of
conformance are defined: A (lowest), AA, and AAA (highest). Additional information on WCAG levels can be found
in Understanding s of Conformance.
성공 기준 – 각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계 사양, 구매, 규정, 계약조건과 같은 요구사항과 준수여부 테스트가 필
요한 경우에 WCAG 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가능한 성공 기준이 제공된다. 서로 다른 그룹과 다른 상황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준수 수준을 정의한다. A(최저), AA 및 AAA(최고). WCAG 레벨
에 대한 추가 정보는 Understanding s of Conformance 에서 찾을 수 있다.

Success Criterion (78)

levels of conformance (준수 수준)

‐ Level A

A (lowest) 최저수준
AA
AAA (highest) 최고수준

: 30 success criterion (5 New)

‐ Level AA : 20 success criterion (7 New)
‐ Level AAA : 28 success criterion (5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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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별 WCAG 국가표준 채택 현황
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나라

WCAG 2.0 국가표준 채택 현황

중국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2013)

일본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2016)

타이완

W3C WCAG 2.0 수정한 표준을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의무화(2017)

홍콩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준수 의무화(1999)

인도
필리핀
호주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준수 의무화(2009)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2017)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A 준수 의무화, AA 준수 권장

뉴질랜드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의무화(2016)

미국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AA 준수 의무화(2017)

캐나다

덴마크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AA 준수 의무화(2011)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AA 준수 권장(2010),
공공웹사이트에 AA 준수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 발효('18.9.23)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AA 준수 의무화(2007)

프랑스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준수 의무화(2015)

독일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준수 의무화(2011)

아이슬랜드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준수 의무화(2004)

영국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2010)

스위스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의무화(2002)

네덜란드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의무화(2016)

유럽연합(EU)

유럽

* 타이완 정도만 W3C WCAG 2.0을 수정한 국가표준 채택

이탈리아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공공부분 의무화(2004)

노르웨이

W3C WCAG 2.0 국가표준 채택 및 AA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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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자체 국가표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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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비해야 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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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멘틱 마크업
Semantic Markup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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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특징
텍스트 제공 시 고려사항
W3C는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태그는
프로그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시멘틱 마크업(semantic markup) 사용을 권장함.

Using semantic markup to mark emphasized or special text
(https://www.w3.org/WAI/WCAG21/Techniques/html/H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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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관련 표준
Success Criterion 1.3.1 Info and Relationships (Level A)
Information, structure, and relationships conveyed through presentation can
be programmatically determined or are available in text.

성공 기준 1.3.1 정보와 관계 (Level A)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 구조 및 관계는 프로그램으로 결정되거나 텍스트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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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텍스트를 포함하는 이미지
Image of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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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특징
이미지 제공 시 고려사항
W3C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텍스트를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함.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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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관련 표준
Success Criterion 1.4.5 Images of Text (Level AA)
If the technologies being used can achieve the visual presentation, text is used to convey
information rather than images of text except for the following:
•

Customizable : The image of text can be visually customized to the user's requirements;

•

Essential : A particular presentation of text is essential to the information being conveyed.

성공 기준 1.4.5 텍스트의 이미지 (Level AA)
사용되는 기술이 시각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
고, 정보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텍스트로 전달해야 한다.
•

사용자 정의 가능 : 텍스트 이미지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각으로 사용자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

필수 사항 : 텍스트의 특정한 표현은 전달되는 정보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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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텍스트 명도대비
Text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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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특징
텍스트 색상 제공 시 고려사항
W3C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명도대비는
최소한
4.5:1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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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관련 표준
Success Criterion 1.4.3 Contrast (Minimum) (Level AA)
The visual presentation of text and images of text has a contrast ratio of at least 4.5:1,
except for the following:
•

Large Text : Large-scale text and images of large-scale text have a contrast ratio of at least 3:1;

•

Essential : A particular presentation of text is essential to the information being conveyed.

•

Logotypes : Text that is part of a logo or brand name has no contrast requirement.

성공 기준 1.4.3 명도대비 (최소) (Level AA)
텍스트와 텍스트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명도대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
고, 최소한 4.5:1 이상 되어야 한다.
•
•

큰 글씨 : 큰 글씨와 큰 글씨의 이미지에 대한 명도대비는 최소한 3:1 이상 되어야 한다.
필수 사항 : 비활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일부, 순수한 장식,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요소, 또
는 의미있는 다른 시각적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의 일부인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미지에는 어떠한
명도대비 요구사항도 없다.

•

로고타입: 로고 또는 상표명에 포함된 텍스트에는 어떠한 명도대비 요구사항도 없다.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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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텍스트 명도대비
Non-Text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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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특징
비‐텍스트 콘텐츠 색상 제공 시 고려사항
W3C는
UI 컨퍼넌트와 그래픽 콘텐츠에 한에서
비‐텍스트의 명도대비는
3:1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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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관련 표준
Success Criterion 1.4.11 Non‐text Contrast (Level AA)
The visual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have a contrast ratio of at least 3:1 against adjacent
color(s):
•

•

User Interface Components : Visual information required to identify user interface
components and states, except for inactive components or where the appearance of the component is
determined by the user agent and not modified by the author;
Graphical Objects : Parts of graphics required to understand the content, except when a particular
presentation of graphics is essential to the information being conveyed.

성공 기준 1.4.11 텍스트 아닌 콘텐츠 명도대비 (Level AA)
시각 표현은 주변 색상과 비교하여 명도 대비가 최소 3:1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경우
에 한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및 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 정보. 비
활성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 형태를 사용자 에이전트가 결정하고 개발자가 수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

그래픽 객체 :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래픽. 특정 그래픽 표현이 정보 전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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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WAI-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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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특징
변화 정보 제공 시 고려사항
W3C는
웹 페이지 전환 없이
페이지 내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정보도
보조기기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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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관련 표준
Success Criterion 4.1.3 Status Messages (Level AA)
In content implemented using markup languages, status messages can
be programmatically determined through role or properties such that they can be
presented to the user by assistive technologies without receiving focus.

성공 기준 4.1.3 상태 메시지 (Level AA)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한 콘텐츠에서 상태 메시지는 role이나 속성을 통해 프
로그램으로 결정하고 포커스를 받지 않은 채 보조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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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반응형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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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특징
웹 사이트 제공 시 고려사항
W3C는
웹 브라우저에서
1280x1024 해상도 기준으로
400%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도
양방향 스크롤이 생기지 않도록
웹 페이지를 제공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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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관련 표준
Success Criterion 1.4.10 Reflow (Level AA)
Content can be presented without loss of information or functionality, and without
requiring scrolling in two dimensions for:
• Vertical scrolling content at a width equivalent to 320 CSS pixels;
• Horizontal scrolling content at a height equivalent to 256 CSS pixels.

성공 기준 1.4.10 리플로우 (Level AA)
콘텐츠는 정보 또는 기능 손실 없이, 2차원 스크롤 없이 제공해야 한다. 2차원 스크
롤은 다음을 의미한다.
•
•

320 CSS 픽셀에 해당하는 너비에서 콘텐츠를 수직으로 스크롤
256 CSS 픽셀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콘텐츠를 수평으로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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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영상 실시간 자막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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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특징
동영상 제공 시 고려사항
W3C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웹 접근성 표준 개정 대비, 준비해야 할 기술 34

3.7.2 관련 표준
Success Criterion 1.2.2 Captions (Prerecorded) (Level A)
Captions are provided for all prerecorded audio content in synchronized media, except
when the media is a media alternative for text and is clearly labeled as such.

성공 기준 1.2.2 자막(사전 녹음/녹화된) (Level A)
동기화된 미디어에 포함된 모든 사전 녹음된 오디오 콘텐츠에는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 단, 미디어가 텍스트에 대한 미디어 대체 수단이고 대체수단임이 분명하게 명
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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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동완성기능
Auto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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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특징
동영상 제공 시 고려사항
W3C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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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관련 표준
Success Criterion 1.3.5 Identify Input Purpose (Level AA)
The purpose of each input field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the user can
be programmatically determined when:
•
•

The input field serves a purpose identified in the Input Purposes for User Interface Components section; and
The content is implemented using technologies with support for identifying the expected meaning for form
input data.

성공 기준 1.3.5 입력 용도 식별 (Level AA)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각 입력 필드의 용도를 프로그램으로 결정한다. 다음 경우
에 한함.
•
•

입력 필드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를 위한 입력 목적 섹션에서 식별한 용도로 사용할 때
콘텐츠가 서식 입력 데이터의 예상할 수 있는 의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실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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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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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 Criterion 1.3.1 Info and Relationships (Level A)
• Success Criterion 1.4.5 Images of Text (Level AA)
• Success Criterion 1.4.3 Contrast (Minimum) (Level AA)
• Success Criterion 1.4.11 Non‐text Contrast (Level AA)
• Success Criterion 4.1.3 Status Messages (Level AA)
• Success Criterion 1.4.10 Reflow (Level AA)
• Success Criterion 1.2.2 Captions (Prerecorded) (Level A)
• Success Criterion 1.3.5 Identify Input Purpose (Level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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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미도래?
Vs
시기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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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맹 시각장애인
전맹 시각장애인 이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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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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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지체장애인
상지 지체장애인 이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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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이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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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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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색각이상자
색맹/색각이상자 이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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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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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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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준수 기술은
사용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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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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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방법과 사례

이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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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https://www.w3.org/TR/2016/WD-wai-aria-practices-1.1-20160317/examples/radio/radi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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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워크를 사용하면 접근성
준수를 할 수 없다고?
(자동 검사를 활용한 웹/앱 접근성 품질 향상)

지

훈

A11Y
자동 검사를 활용한 웹/앱 접근성 품질 향상

프레임워크로 개발하는 웹 서비스는
접근성을 준수하기 어려운 걸까?
야무9

yamoo9.github.io

A11Y
FE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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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프론트엔드 프레임 워크 3대장

A11Y
프레임 워크를 활용한
기업 서비스 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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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프레임 워크 . 왜 사용할까?

A11Y
컴포넌트 간 데이터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흐르므로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서 좋다.

JavaScript의 타입 체킹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서 좋다.
변화 무쌍해 어려움을 주던 this 참조의 일관성이 좋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UI View가 자동 업데이트 되므로
개발 시 신경 쓸 부분이 줄어서 좋다.
자연스럽게 팀 내 코딩 컨벤션이 생겨서 좋다.

프레임 워크 사용으로 코드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컴포넌트 가져다 쓰기가 매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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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프레임 워크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 .

A11Y
pag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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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trip.coupang.com

A11Y
tumblb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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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1moment.co.kr

A11Y
접근성 검수 도구 . A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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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deque.com/axe

A11Y
bit.ly/34uJ3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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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프레임 워크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 .
접근성 준수 실태

A11Y
page.kakao.com (ISSUES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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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trip.coupang.com (ISSUES 101)

A11Y
tumblbug.com (ISSUES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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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1moment.co.kr (ISSUES 86)

A11Y
접근성 검수 도구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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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대부분의 접근성 검수 도구는
개발 프로세스 마무리 시점에 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
하지 않아, 서비스 배포에 앞서 야기된
접근성 이슈로 좌절하게 하거나
서비스 배포를 지연 시킵니다.

A11Y
접근성 검수 도구 문제 해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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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github.com/dequelabs/axe-core

A11Y
Axe는 웹 사이트,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위한
접근성 테스트 엔진으로 가볍고 빠르며 안정적 입니다.

기존의 모든 테스트 환경과 호환(통합)되도록 설계 되어
일반 기능 테스트와 함께 접근성 테스트를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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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terminal

 ! !

javascript React

  ) )
  ) !)
) #)
 ) ! )

$   ( "--) )%&
 $    ,+++%
'

  $.#/    $)* )%%

A11Y
yamoo9.gitbook.io/vue-a11y-seo/auditing-vue-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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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영어 레퍼런스 문제 .
개발로도 힘든데... 번역까지 하라고?

A
A11Y
Axe의
문제 거론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youtu.be/JZrZQGjKvQM?t=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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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11Y
누가
할 것인가?
니가 해라.
번역.

A11Y
어랏!? 이미 한국어 번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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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치킨 광고 CF 화면

A11Y
github.com/dequelabs/axe-core/pull/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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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github.com/yamoo9/axe-core

A11Y
javascript React

 ) ! )
 ) ! )

constko=require('./ko.json')

axeCore.configure({
locale:ko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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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
youtu.be/uDlDrzbBTu4

A11Y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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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vs 키오스크 접근성

이성일

접근성
Mobile vs. Kiosk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모바일 접근성 지침
• 장애인과 고령자가 비장애인과 동등
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
에 따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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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Kiosk 인터페이스의 공통점
• 패스트푸드 주문, 공항 셀프 체크인, 기차표 구매, 영화표 예매,
병원 치료비 수납, 은행 ATM, 공과금 수납, 편의점 셀프 계산대
•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모바일 단말기와 Kiosk가 채택, 사용하
는 인터페이스가 비슷해지고 있음
• Physical interface의 최소화
• Touch interface의 과도한 사용 ㅜㅜ
• 결재 서비스도 App 사용 중심으로 진화

대체 텍스트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Kiosk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대부분이
그림 및 동영상 위주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 대체텍스트와 화면 자막의 활성화 기
능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화면 정보
는 철저하게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어
음성낭독 기능이 접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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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수화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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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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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대비
•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
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
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명확한 지시사항
•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
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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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능
•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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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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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
(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
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 Touch 이외의 방법으로 화면 상의
객체들 간의 초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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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기 동작 지원
•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의 인터페이스는 단순 누르기 동
작만으로 선택 기능만 활용하고 있음.
• 확대 기능도 모바일에서 채택하고 있
는 제스처를 적용하지 못하고, 돋보
기 아이콘을 눌러야만 적용되는 사례
가 대부분!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문제!
• Kiosk 의 큰 화면에서는 문제가
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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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움
• 입력 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대부분의 kiosk에서는 아직 정보의 입력을 요구
하는 경우는 없음.
• 예약번호 또는 전화번호의 입력 오류가 자주 발
생할 경우, 바코드의 스캔으로 대신하는 경우
• 단, 여권의 스캔을 요구할 경우, 여권을 놓
는 자리와 방향 등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physical 가이드가 필요함
• 아직도 숫자키 표준이 안지켜지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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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 자동재생 금지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멀티미디어 광고 콘텐츠가 삽입되었을 경
우의 문제!

예측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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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폰트 이용
•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기술과의 보완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점자단말기와의 호환이 가능한가?
• 이어폰의 삽입과 콘텐츠의 음성안내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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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issues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위치 조절 기능
등은 모바일 접근성 지침으로는 해결
할 수 없으므로 추가되어야 함!

결론
• Kiosk 접근성은 현재 Kiosk 에 주로 사용되는 터치 인터페이스
의 특성때문에 모바일 접근성과 공통된 사항이 많다.
• Kiosk 접근성은 모바일 접근성 지침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설계
하면 상당 부분 향상될 수 있다.

• 많은 키오스크 화면이 모바일의 경우처럼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OS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어 내재된 접근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음.
• 현재의 키오스크 화면 정보는 99% 이상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영상으
로 구성되어 있어, 접근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음.

• Kiosk 접근성의 평가는 ATM & 모바일 접근성 지침에 따라 평가
가 가능하며, 현재의 모바일 접근성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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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접근성

이은아

‘모두를 위한 접근성' - 구글 접근성 관련 자료
“구글은 모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구글의 미션에도 명시되어 있는 접근성은 구글이
기업으로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구글에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려면 그 누구도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장벽에 부딪혀 힘들어하고 있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순다 피차이, 구글 CEO
지난 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중 15%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의 인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양한 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글은 모두가 편리하게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접근성(Accessibility)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 디바이스, 서비스,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뜻하며, 구글은 이를 1) 전 세계 개발사가 앱⋅게임 개발
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2) 사용자에 다양한 접근성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영구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발자를 위한 접근성
사소한 배려로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손쉬운 Tip 3
● 운동·시각 장애를 가진 사용자뿐만 아니라 큰 손가락으로 터치에 불편함을 가진 사용자도
손쉽게 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터치 타깃을 대형으로 설정합니다.
● 약시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선명하지 않은 화면을 또렷하게 보고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색상 대비를 제공합니다.
● 스크린리더가 앱과 잘 실행될 수 있도록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적절하게
레이블링(labeling)합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글플레이 기능
구글플레이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해 ▲접근성 가이드라인 ▲앱 접근성 테스트 ▲접근성 검사기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설계 및 테스트 방법을 제공합니다.
● 안드로이드 접근성 가이드라인(Android Accessibility Guidelines): 개발자가 개발 리소스,
샘플 코드, 설명문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앱⋅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동 장애, 시작 장애에 대한 접근성 가이드뿐만 아니라 큰 손가락, 색 대비,
어두운 환경 등에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머티리얼 디자인(Material Design): 구글이 제공하는 우수한 디자인과 기술 혁신을 결합한
시각적 언어로서, 개발자는 머티리얼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가 앱 UI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앱 접근성 테스트: 앱 출시 전 테스트를 통해 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콘텐츠 설명 누락,
불충분한 색상 대비, 크기가 작은 터치 대상 등의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출시 전 보고서(Pre-launch Reports): 플레이 콘솔에 APK나 앱 번들 업로드 시 다양한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에서 비정상 종료, 성능 문제, 접근성 문제, 보안
취약점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사전 출시 보고 서비스 출시 후 50만 개 이상의
앱에서 3500만개 이상의 접근성 문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접근성 검사기(Accessibility Scanner): 구글이 개발한 앱으로 안드로이드 접근성 테스팅
프레임워크(Android Accessibility Testing Framework)를 통해 콘텐츠 라벨, 클릭 가능한 항목,
명암 대비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된 모든 안드로이드 앱의 개선사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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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검사기 실행 화면

구글은 앞으로 더욱 많은 개발자가 접근성을 고려하면서 모든 사용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구글의 접근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글 접근성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2)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난청 및 청각 장애, 혹은 일상 소음이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능
●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실시간 자막(Live Transcribe):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는 구글
클라우드에 기반을 두고 머신러닝 기반 음성 텍스트 변환 기술을 활용합니다. 진행되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변환해 보여주어 일상생활에서 사용자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사용하는 7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운드 앰플리파이어(Sound Amplifier): 사운드 앰플리파이어는 주변의 소리를 필터링하거나
증폭시켜 소리를 더 명확하고 쉽게 들을 수 있게 하며, 미세한 소리를 크게 만드는 동시에 큰
소리는 과도하게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또한, 음향 개선 설정을 사용자에게
맞춤화할 수 있어 노이즈 리덕션(noise reduction)을 적용해 신경 쓰이는 주변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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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 실행 화면: 소리의 세기와 소음을 나타내는 신호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진한 색상의 안쪽 원은 현재 사용자가 위치한 환경의 소음 정도를 나타내며, 바깥쪽 원은 사용자의
음성이 얼마나 잘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개의 원을 통해 각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약한 사용자를 위한 기능
● 음성 안내 지원(TalkBack):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텍스트 읽어주기 기능. 음성, 소리, 진동 등
추가 기능을 통해 화면을 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읽어주기(Select to Speak): 경증 및 중증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모바일 디바이스 상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으로, 화면 상 특정
아이콘을 선택하면 큰 소리로 읽어 주거나 설명해주는 기능으로 시각 정보 처리나 학습 장애를
가진 사용자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 확대(Magnification): 시력이 좋지 않은 사용자가 텍스트를 크게 볼 수 있도록 글꼴,
디스플레이 크기 확대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작은 글자를 볼 때 유용한 핀치줌 기능 외에도
세 번 연속 탭을 통해 화면을 키우는 빠른 확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색보정: 색약 기능을 제공해 색맹 등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더 편안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색상 보정 모드를 통해 녹색약(적녹), 적색약(적녹),
청색약(청황)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음성으로 입력: 시각 장애를 가진 사용자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바이스 조작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간편한 조작법
● 스위치 액세스(Switch Access): 하나의 버튼으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키보드 사용, 음성 입력 및 제어, 머리 및 눈 트래킹 기능으로 부분 및 전신 마비를 겪고 있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 보이스 액세스(Voice Access):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해 문자를 작성하고, 구글 AI 비서 기능인
‘구글 어시스턴트’와 대화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접근성 메뉴(안드로이드 9.0 이상 지원 기기에서 사용 가능)
● 접근성 메뉴(Accessibility Menu): 사용자는 접근성 메뉴에서 스크린샷, 구글 어시스턴트
실행, 앱 스위처(switcher) 실행, 빠른 설정, 알림음 설정 등 여러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버튼, 탐색 방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메뉴는 안드로이드 9.0
이상을 실행하는 기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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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s 2 : 모바일 접근성

11번가 접근성 개선 전략

장성민

Design for All

11번가
접근성 개선 전략
장성민
Sungmin, Jang
jangkunblog@sk.com
www.jangkunblog.com

UI개발 가이드/프로세스
11번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프로세스

접근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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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개발 가이드/프로세스

11번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UI개발 가이드/프로세스

접근성 검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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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개발 가이드/프로세스

접근성을 준수한 UI개발 가이드

접근성은 UDD
User Driven Development

접근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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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은 UDD

시각장애인 대상 UT (2014년)

접근성은 UDD

목표
장애인 사용자 테스트(UT)의 결과를 기반으로 11번가 App의 접근성을 개선

기대효과
1. 장애인 사용성 개선을 통한 유입 및 매출 증대
2. 11번가 브랜드 사회적 인식 제고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준수를 통한 리스크 관리
4. issue 등록과 담당자 배정을 통한 가시적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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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은 UDD

UDD 1차 개요
1. 조사 대상 : 11번가 App (iOS, Android)
2. 조사 기간 : 2018년 6월~7월
3. 조사 내용 : 11번가 App을 시각장애인(전맹, 저시력)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4. 조사 기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KS X 3253:2016)
5. 조사 인원 : 실제 장애 사용자 3명

접근성은 UDD

issue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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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은 UDD

issue 할당

접근성은 UDD

issue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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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만족도 조사
장애 당사자의 불편함이 기준

접근성 전략

사용자 만족도 조사

문제인식
1. 각종 접근성 지침만 지키면 되는가?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만 안받으면 되는가?
3. 불편함의 기준을 비장애인 개발자가 판단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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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만족도 조사

진행방법
1. App에서만 실시
2. 상품 상세 페이지 방문자에게 월 1회 노출
3. 조사 문항은 3개

사용자 프로세스
1. 로그인 사용자 대상
2. VoiceOver/Talkback 사용자 설문참여 Alert 노출
3. 확인 시 설문 페이지 이동
4. 설문 진행 후 전송
5.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

사용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점수 추이
5

4

3

일

일

27
9월

일
13

20
9월

9월

일

6일
9월

일

30
8월

일

23
8월

일
10

16
8월

8월

일

3일
8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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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일

20

13
7월

7월

일

6일
7월

일

29
6월

일
15

8일

22
6월

6월

6월

일

1일
6월

일

25
5월

일

18
5월

11
5월

5월

4일

1

사용자 만족도 조사

상품검색과 상품 선택 옵션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 되고 더 불편합니다
(9월 1일)

결제시 핀번호 입력하는 보안 키보드 접근성 점검
필요품검색과 상품 선택 옵션이 어렵습니다
(9월 2일)

11페이 결제비밀번호 개선해주세요
(8월 11일)

상품 실사이즈 텍스트로 표기해주세요
제품설명 다 사진이라 확인이 안돼요
(9월 5일)

상품 옵션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고, SK패이 사용
이 불가능함. 아무리 설문을 해도 개선은 전혀 안
됨. 의지가 없는것 같음. 설문은 형식일뿐...
(8월 20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제 불가능을 먼저 해결
(7월 16일)

일부 레이어팝업으로 초점이 이동하지 않아 팝업

결제 부분이 개선 되어야 하며 기본저으로 너무 접근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물건을 장바구니
에 담은 다음 어플로 결제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 페이로 결제를 하려니 비밀번호 누르는 부분 부
터 바로 대채 텍스트가 달려 있지 않아서 접근 불가
능입니다.
(8월 12일)

이 떴는지 모를때다 있음

상품에 대한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알수 없고 옵션

(7월 26일)

선택에서 옵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6월 13일)

사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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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만족도 조사

사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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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만족도 조사

접근성 디자인
접근성은 모두가 해야할 일

접근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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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디자인

유니버셜 상품상세
등록을 접근성 있게

접근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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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상품상세

왜

오픈마켓
상품상세는

접근성이 떨어질까?

유니버셜 상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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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상품상세

기존 상품 등록의 문제점
1. 태생적으로 PC 환경만을 고려
2. 구 오픈소스 에디터 활용
3. HTML 직접 입력시 개발지식 미숙으로 인해 <img> 태그 선호
4. 대체텍스트 제공 안내만으로 법적 책임 회피

유니버셜 상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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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상품상세

유니버셜 상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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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상품상세

유니버셜 상품상세

반응형 상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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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상품상세

숙제
1. 부족한 접근성 확보 개발 지속
2.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적용
3. 전체 상품 상세 등록건수 대비 11에디터 등록건수 확대 전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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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Good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

조지형

Life is Good 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

스마트폰 보유율

모바일 기기별 보유율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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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기능 | 소개
시각

청각

동작 및 인식

기타 서비스

톡백(TalkBack)

자막

터치 도우미

접근성 기능 바로가기

수신 내용 음성 알림

플래시 알림

터치 입력

화면 자동 회전

글꼴

모든 소리 끄기

키보드

텍스트 읽어주기

화면 내용 크기 조정

오디오 종류

마우스 자동 클릭

스위치 제어

터치로 화면 확대

소리 조절

길게 눌러 전화 받기

돋보기

화면 자동 꺼짐

마우스 포인터 확대

터치 영역 제어

고대비 화면
화면 색상 반전

화면 색상 조절
흑백 화면
전원 버튼으로 통화 종료

* 접근성 메뉴 진입 단축키 : 볼륨 업+다운 버튼을 3초간 눌러 주세요

접근성 앱 | 구글 Play Store 신규 앱 추천

청각 보조기능(Sound Amplifier)

또렷한 소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의 소리를 필터링하거나 증폭 시킴
- Android 6.0 and higher

실시간 자막(Live Transcribe)

대화 음성을 스마트폰 화면에 바로 번역해 보여주는 ‘휴대용 자막 서비스
- Android 5.0 and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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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자동 악성 앱 검출
모바일 기기 사용 능력에서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능력이 3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최신 보안 패치로 주기적인 S/W 업데이트
Google Play Protect 기능으로 앱 검사
폰 분실시 내 기기 찾기 기능 제공

디지털 기기 이용 주 목적 |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
웨일 브라우저 번역 기능
듀얼 스크린 앱 설정
화면 녹화(메인 스크린, 듀얼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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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기능 | 디지털 웰빙 및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
- 디지털 웰빙 및 자녀보호 기능을 통해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음
- 상황 인지 기능을 통해 상황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주차 도우미, 지하철 알림이, 직장 도착시 진동으로 전환)
-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 제공

편리한 기능 | 바로 가기 기능

바로가기 : 전원 버튼, 볼륨 버튼, AI 버튼을 통해 카메라 및 구글 어시스턴트 앱 바로 가기 기능
SOS 모드 : 통해 전원 버튼을 3번 눌러 미리 저장해 놓은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 전송

180

고객 서비스 편리한 기능 |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 & 퀵 헬프 앱
서비스 접수 : 1544-7777
https://www.lgservice.co.kr
모바일 > 설정> 퀵헬프

마무리 | 모두 함께 노력하여 100% 달성

100% 달성하기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181

Parallel Sessions 2 : 모바일 접근성

접근성과 다양성 - 접근성

남진주

접근성 & 다양성
ApplicationPM
PM ||
Application

Upgradable A11y feature
갤럭시 스토어를 통한 접근성 기능 업데이트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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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

Application PM |

청각 보조

주변 소리 키우기
단말 마이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고 크게 들을 수 있는 기능
OTG/C-type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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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청각 보조

블루투스 보청기 지원
저전력 블루투스 보청기(BLE 보청기) 지원을 통하여 미디어 streaming 기능 제공
접근성 > 청각 보조 > 보청기 지원

BLE 보청기를 기기에 연결

BLE 보청기 연결 여부 확인 가능

Application PM |

청각 보조

음성 자막 변환 (Live Transcribe)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text로 실시간 변환하여 제공하는 기능
‘음성 자막 변환’ 기능 켜기

Icon & 접근성 버튼 생성 (2 ways)

‘음성 자막 변환’ 실행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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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Dexterity

Application PM |

보이스 어시스턴트

빛 감지 기능
조도 센서를 통해 주변 빛을 감지하여 소리 / 진동 /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
Voice Assistant의 Quick menu를 통해 기능 실행
Quick Menu – 3손가락 좌/우 쓸기

‘빛 감지 기능’ 실행/끄기 – 1 손가락 상/하 쓸기

Application PM |

188

입력 및 동작

고정 키 (Sticky Keys)
단축 키를 사용할 때, 특수 키 (Ctrl, Alt, Shift 등)와 다른 키를 함께 누르지 않고 차례대로 한 키씩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OTG/C-type

Bluetooth

Application PM |

입력 및 동작

느린 키 입력 (Slow Keys)
설정한 시간 이상 눌러야 입력으로 인정해주는 기능으로 실수로 입력 되는 것을 방지해 줌.

OTG/C-type

Bluetooth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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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및 동작

반복 키 입력 방지 (Bounce Keys)
설정한 시간 이내 동일한 키 입력이 들어오면 무시하여, 손 떨림으로 인한 오 인식 방지를 도와주는 기능

OTG/C-type

Bluetooth

Application PM |

키워드 (Keywords)
고대비

돋보기

모든 소리

색상 반전

색상 조정

소리 감지

보조 메뉴

확대

보청기

입력 제어

접근성

불빛으로 알림
보이스 어시스턴트

다이렉트 실행
밀기 대신 누르기

장애

버튼 강조

모노 오디오

스위치 제어

스크린 리더

알림 리마인더

알림

스위치 제어

방향 잠금

톡백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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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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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접근성 표준화 활동 소개

김지인

IOT 접근성 표준화 활동 소개
2019 정보접근성 기술 컨퍼런스
2019. 11. 22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 지 인 (jeeink@gmail.com)
1

목차
 서론
 사물인터넷 접근성

 국내외 사물인터넷 접근성 표준화 활동
 결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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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과 인간”
• 미래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한
세상” 만들기.
• 미래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
• 최소한, 우리 모두, 차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미래 기술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사물인터넷 (IOT)
 사물이 연결되고 “지능화” ➔ 사용자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지능형 서
비스 제공하는 초연결사회로 가는 길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스피커,… 이상과 현실의 간격 존재
 센서, 실시간 분석, 임베디드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특히 음성
및 동작 인식,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빅데이터, 클라우드, 제어 시스템, 자

동화 기술, 보안, 정보보호, 등 기술 + 사용자경험 ➔ 사용성과 접근성 제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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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과 접근성
(사용성) 제품/서비스를
사용하기 편하고 쉽게

(효과, 효율, 만족)

사용자

만들어야 한다.

특정 요구를
가진 사용자
(임산부, 어린이,
외국인 등)

고령자
장애인

(접근성) 사용자의 특정 필요,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장애인 등)

능력과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항상 사용

5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IOT 접근성의 특성
 정보통신기술 + 보조공학 + 상품 + 디자인 ➔ 보편적 설계 (Universal Design)
 상호운용성
 IoT에 참가하는 여러 사물(things)은 IoT infrastructure를 통해 data를 교환
 다양한 인터페이스 장치와 다양한 data source가 존재
 접근성의 문제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사물(things)의 특성에서 비롯된 접근성 문제들
 가전제품이나 키오스크 등 non-ICT 기기들도 IoT로 발전되어 분류 가능

 각각이 갖추어야 할 고유의 접근성 문제와 IoT 환경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혼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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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접근성 속성 저장 시나리오 - 융통성

7

IOT 접근성 이슈
(1)

(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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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및 상호작용 표준화 이슈
 새로운 UI: 지능화된 사물(예를 들면, 전등 스위치, 실내 온도 조절기, 스피커, 냉장고, 세탁
기, 등)에는 화면이 없거나, 크기가 아주 작은 화면이거나 혹은 정형화되지 않은 크기의 화

면을 가지는 등 전혀 다른 형식의 UI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상호 작용 방식도 새롭다.
 새로운 상호작용 방법: 터치 스크린, 제스처 인식, 동작 및 자세 인식, 음성 인식, 사용자의

생체 정보(체온, 심장 박동수, 호흡, 등) 인식 및 이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 가능.
 기존 사용 방식: 전등 스위치, 실내 온도 조절기, 가전 제품 등과 같은 사물을 “지능화”하므

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에 맞추어 UI가 개발이 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9

국제 표준화 활동
 ITU-T SG20: IoT and its applications including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SC&C)
 ISO/IEC JTC 1 SC41: Internet of Things and related technologies
 이외에도 3GPP, IEEE, ETSI, OGC, OMG, W3C 등 여러 국제 표준 기
구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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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0 개요
 SG20 develops international standards to enable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IoT technologies, including machine-to-machine communications and

ubiquitous sensor networks.
 A central part of this study is the standardization of end-to-end architectures
for IoT, and mechanisms for the interoperability of IoT applications and
datasets employed by various vertically oriented industry sectors.
 IoT is a key enabl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offer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city infrastructure, benefiting from the efficiencies of intelligent
buildings and transportation systems, and smart energy and water networks
11

ITU-T SG20 Structure
WP1/20

Questions

Q1/20

End to end connectivity, networks, interoperability, infrastructures and
Big Data aspects related to IoT and SC&C

Q2/20

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use cases across verticals

Q3/20

Q4/20

WP2/20

Architectures, management, protocols and Quality of Service
e/Smart services, applications and supporting platforms

Q5/20

Research and emerging technologies, terminology and definitions

Q7/20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Q6/20

Security, privacy, trust and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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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 ITU-T SG20
 ITU-T Recommendation Y.4204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and Services”
 2016. 7. 한국의 (주)SCE 손학 이사와 이용직 본부장 ITU-T SG20 신규 제안 (WP1/Q2)
 Andrea J. Saks (JCA-AHF Chair, USA) 공동 에디터 참여
 장애인들이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
 사물인터넷 분야 공적표준화기구 최초의 접근성 표준
 한국 접근성 전문 중소기업 주도로 제정되어, 향후 개발될 사물인터넷 접근성 표준의 초석

13

ITU-T Y-Series 표준 구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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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204 – 접근성 요구사항 분류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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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203

아직은 ISO, IEC 및 JTC1에서 IOT Accessibility 관련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19

국내 IOT 표준화 활동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산하 사물인터넷 특별

기술위원회(STC1) 및 3개 SPG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네트워킹 및 미들웨어 기술, 사물지능통신 구조 및 참조
모델, 서비스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플랫폼 간 인터페이스, M2M 식별 체계
및 네이밍과 보안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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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접근성 표준
 KS X 2013:2019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 – 제1부: 스마
트홈”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설치된 다양한 장치의 조작과
상태 인식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효율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 목표로 요구사항 제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 정의

 스마트홈 접근성 요구사항 적용 사례 예시

21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
 인식의 용이성 – 보기, 듣기, 인지 등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온도 조절, 알람 설정 등 조작을 위한 UI는 시각 이외에 촉각 및 청각 구분 가능 필요, 인공지능 스피
커에 음성 정보 및 명령을 시각화하고 문자로도 표현 필요, 포함 27가지 요구사항

 이해의 용이성 – 보기와 인지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문자 해독 불가한 (이해력, 외국어) 경우에 대비한 표준 기호 혹은 그림 제공, 포함 17가지 요구사항

 운용의 용이성 – 보기, 말하기, 듣기, 운동 및 기타 기능에 이상 있을 경우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도 음성 보정을 통하여 인식 가능하여 작동 필요, 포함 23가지 요구사항

 견고성 – 보기, 듣기, 인지 및 기타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인식정보 및 비상연락 정보 저장 관리가 필요, 스마트 홈 장치 전원 차단 등 돌발 상황 대비
필요, 디스플레이 정보가 보조 기구와 호환되도록 할 필요, 포함 14가지 요구사항

205

22

활용사례 - 스마트홈

23

제목

부재 중의 방문자

제목

번호

A.2.1-UC1

번호

A.2.3-UC1

행위자

김철수, 스마트홈, 모바일 기기

행위자

김철수, 모바일 기기, 택배배달원

초기상태

외출 중 원격조작

초기상태
김철수는 외출중이고 집에는 아무도 없다.

김철수는 외출 중이고 집에는 아무도 없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택배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른다. 외출중인 김철수의 모바일 기기가 방문자가 있음을 알린다. 김철수는 모
바일 기기에 표시된 방문자의 외모를 확인한 후 통화버튼을 누른다. 김철수는 모바일 기기의 인터폰 기능
을 이용하여 방문자의 방문 목적이 택배 배달임을 확인한다. 김철수는 택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리
고 택배함에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 택배배달원은 택배를 택배함에 넣는다. 모바일 기기는 택배함에 택
배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더운 여름이다. 김철수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였다. 집에 가는 동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김철수의 퇴근
사실을 스마트홈 장비에 알린다. 집의 스마트홈 장비는 김철수의 도착시간에 맞추어 창문을 모두 닫고 에
어콘을 섭씨 25도에 맞추어 동작시킨다. 스마트홈 장비는 김철수에게 부재중 택배함에 택배가 도착하였음
을 알린다. 집에 도착한 김철수는 택배함에서 택배를 수령하여 집으로 들어온다.
기준

기준

김철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스마트 홈 장비를 조작한다.

김철수는 택배배달원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건강 정보 및 응급 상황

제목

외출 중 집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

제목

번호

A.2.2-UC1

번호

A.1.1.2-UC3

행위자

김철수, 스마트홈, 모바일 기기

행위자

김철수, 웨어러블장비, 스마트홈, 김철수의 지인

초기상태

초기상태

김철수는 집에 혼자 있다.
김철수는 외출중이고 집에는 아무도 없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스마트홈은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감지하고 외출중
인 김철수의 모바일 기기에 알람을 보낸다. 모바일 기기에서 화재발생을 인지한 김철수는 119에 긴급신
고를 하고 이웃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무더운 여름, 집에 혼자 있던 김철수는 급격한 혈압증가로 갑자기 쓰러진다. 김철수의 웨어러블 장비는 김
철수의 급작스러운 혈압변화를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발생시킨다. 의식을 잃은 김철수는 위험 신호에 일
정시간 이상 반응하지 않고, 스마트홈은 이 사실을 인지하여 사전에 등록된 김철수의 지인에게 응급 상황
을 통보한다. 김철수의 지인은 119에 신고하고 김철수는 무사히 구조된다.

기준
김철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한다.

기준

김철수의 웨어러블 장비는 이상(abnormal) 혈압변화를 감지하여 스마트홈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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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물인터넷 개발에 있어, 개별 기술 차원이 아닌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
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포함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를 고려
한 사려 깊은 설계가 필요하며, 사용자에게 인지 장애나 부담을 주지 않도
록 일관성이 있고 표준에 맞도록 (사용성 & 접근성) 개발하여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들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언어 및 문화적 차이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25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스마
트홈, 스마트헬스, 스마트에이징 등과 같은 사물인터넷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표준화를 주도하는 국제 표준 그룹 양대 산맥인 ITU-T SG20과 ISO/IEC
JTC1 SC41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주도적으로 활약한다.
 우리가 보유한 사물인터넷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궤도에 올랐고, 국내 관련 산업과
연구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사물인터넷 분야, 특히 사용성 및 접근성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
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헌을 하여야 할 최적의 시점이다.
26

207

감사합니다!
김 지 인 (jeeink@gmail.com) & 이 용 직 (ylee@ca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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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접근성 국제표준

손

학

211

대중 교통 서비스의 접근성 개념은 주로 기계식 진입로로 휠체어 접근성을
허용하는 접근 가능한 열차 및 버스 채택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음.
스마트 대중 교통 서비스에서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보 및 물리적 접근성을 제공하여 대중 교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사물 인터넷은 지체, 시각, 청각 및 발달 장애를 포함하여 많은 유형의 장애
및 특정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가 접근성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프로파일 정보가 사전에 합의되어야 함. 이러한 접근성 프로파일에는 기본적으로
대중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접근성 요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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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스위스) 사물인터넷 접근성 신규권고안 제안

▪
▪
▪
▪
▪

2017년 3월 (두바이) 사물인터넷 접근성 권고안 개발

2017년 9월 (스위스) 사물인터넷 접근성 권고안 개발
2018년 5월 (이집트) 사물인터넷 접근성 권고안 개발
2018년 12월 사물인터넷 접근성 국제표준안 승인(Concent)
2019년 1~2월 Appoval Process ( AAP ), Approval ( 2.13 )

- ITU-T SG20 접근성팀
Daniel Hark SOHN
Yong Jick Lee
Andrea J. S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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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델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표준

(Evaluation Model)

(Guideline)

(Requirements)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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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tional Area

Access to information and services
Journey planning
Travel to point of boarding
Finding the correct service

Purchasing ticket(s)
Boarding
In transit
Alighting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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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F.790]

Recommendation ITU-F.790 (2007), 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TU-T Y.4000]

Recommendation ITU-T Y.4000/Y.2060 (2012),
Overview of Internet of Things.

[ITU-T Y.4204]

Recommendation ITU-T Y.4204 (2019),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and Services.

[ISO/IEC TR29138-1]

ISO/IEC TR29138-1 (2009), Information technology —
Accessibility consider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Part 1: User needs summary.

[ISO TR22411]

ISO TR22411 (2008), Ergonomics data and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IEC Guide 71 to products and services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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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hinQ 가전 IoT 연동 앱의
접근성 기능 개선

배상언

LG ThinQ
가전 IoT 연동 앱의
접근성 기능 개선

H&A사업본부 스마트홈사업담당
2019. 11. 22

소개_LG ThinQ

225

LG ThinQ 앱 접근성 기능 개선 및 인증 과정

LG ThinQ 연동 제품군 전체 점검 -LG전자

접근성 기능의 현상태 점검 및 평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결과 분석 및 개선 적용 – UX 및 GUI 개선 – LG전자

개선 내용 재검증 및 인증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기술성 평가 항목
국가표준 검사항목별 배점 적용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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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평가 항목
각 과업별 만족도 적용 (100점 만점)
구분

항목

배점

맞춤과업

만족도

50점

총점

100점
일반과업

만족도

50점

수행 과업별 수행 결과와 만족도를 합산하여 결과 산정
연번

사용자 평가 검사 항목 (예시)

1

HOME에서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2

냉장고 메인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3

오븐 메인에서 [레인지] 탭에 진입하여 현재 사용중인 레인지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4

식기세척기 메인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5

쿡탑 메인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LG ThinQ 앱 접근성 기능 개선 사례
1. 대체 Text 제공-적절한 정보와 함께 대체 Text 제공 (1/3)

세탁기 예시

“예상 완료 시각 두 시 오십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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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hinQ 앱 접근성 기능 개선 사례
1. 대체 Text 제공-적절한 정보와 함께 대체 Text 제공 (2/3)

세탁기 제품등록 예시

시그니처 제품인지 물어보는 발화 문구로 변경

LG ThinQ 앱 접근성 기능 개선 사례
1. 대체 Text 제공-적절한 정보와 함께 대체 Text 제공 (3/3)

“로봇청소기, 귀가 모드 해제, 버튼“으로 수정
(-)의 의미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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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hinQ 앱 접근성 기능 개선 사례
2. 적절한 컨트롤 간격

TV 제품
멀티페이지 보기 탭
버튼의 컨트롤 크기와
간격이 충분하게 크게
제공되지 않은 문제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를
제공하는 경우 터치
가능한 영역의 크기가
최소 대각선 길이 9mm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수정

LG ThinQ 앱 접근성 기능 개선 사례
3. 그래프 서식에서의 초점 제공

인덕션 레인지 제품
그래프에 일부 초점이 아닌 전체 초점이
가도록 하였고 그래프의 모든
정보(일자, 총 사용 시간)를 읽어줄수
있도록 논의 및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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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hinQ 앱 접근성 기능 개선 사례
4. 추가 인터페이스 제공-누르기 동작 제공

로봇청소기 제품의 감시 및
조종 기능
드래그가 아닌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함

LG ThinQ 앱 접근성 기능 개선 사례
5. 명도 대비-배경색과 Text의 적절한 명도 대비

에어컨, 보일러, 공기청정기, 제습기와 같은 공조
관련 제품은 하늘색 이미지가 많아,
명도 대비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음.
접근성 기능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모두 명도 대비가 3.0:1 이상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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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눈으로 듣고
귀로 볼 수 있고
생각으로 느끼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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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s 3 : IOT 접근성

AI- New connected
World and better future
(IOT 접근성)

정은아

IAT Conference
- IoT Accessibility

AI & Accessibility :
New Connected World and Better World

무선사업부
삼성전자

Outline

1. Intro
2. AI Trends
3. Bixb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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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1. Intro
2. AI Trends
3. Bixby

3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Intro…

“Accessibility”
장애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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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AI를 만나면….

5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접근성이 AI를 만나면….
• 처음에는 빅스비가 ‘어시스턴트’라는 개념으로 출발
• 많은 장애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
• 기술을 잘 모르는 노인분이나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사용

빅스비로 인해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높아진 효과
빅스비가 장애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

6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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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1. Intro
2. AI Trends
3. Bixb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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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한 관심 폭증 - 알파고

출처: 이코노미스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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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인 인공지능 투자
AI 스타트업 투자

2019년 AI 전체 투자 금액

투자 금액 (백만불)
벤처 투자 건 수
200

30

160

24

120

18

80

12

40

6

0

2011

12

13

14

15

16

스타트업
($9B, 23%)

IT 대기업
($30B, 77%)

0
대기업

스타트업

출처: 이코노미스트, McKinsey Global Institut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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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비서 – 치열한 경쟁
Apple

Amazon

• 2011년 인공 지능 비서 Siri 를 iPhone 4S 에
탑재 후 전 Apple 제품 (iPad 등)으로 확산

• 2014년 인공 지능 비서 Alexa 를 인공 지능
스피커 Amazon Echo 와 함께 출시

• 2017년 Home Pod 출시

• 2018년 기준 10,000명의 직원이 Alexa 및
연관 제품 개발 중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에서 사용율 45.64%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에서 사용율 13.2%
Google

Samsung

• 2016년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Google
Assistant 출시

• 2013년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및
태블릿에 S Voice 탑재

• 2016년 Google Assistant 가 탑재된 Google
Home 출시

• 2017년 Bixby 출시
• 2018년 8월 언팩에서 The New Bixby 발표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에서 사용율 28.70%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에서 사용율 6.23%

출처: 위키피디아, Statista 자료(2018. 0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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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비서 – 치열한 경쟁
Apple

Amazon

• 2011년 인공 지능 비서 Siri 를 iPhone 4S 에
탑재 후 전 Apple 제품 (iPad 등)으로 확산

• 2014년 인공 지능 비서 Alexa 를 인공 지능
스피커 Amazon Echo 와 함께 출시

• 2017년 Home Pod 출시

• 2018년 기준 10,000명의 직원이 Alexa 및
연관 제품 개발 중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에서 사용율 45.64%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에서 사용율 13.2%
Google

Samsung

• 2016년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Google
Assistant 출시

• 2013년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및
태블릿에 S Voice 탑재

• 2016년 Google Assistant 가 탑재된 Google
Home 출시

• 2017년 Bixby 출시
• 2018년 8월 언팩에서 The New Bixby 발표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에서 사용율 28.70%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에서 사용율 6.23%

출처: 위키피디아, Statista 자료(2018.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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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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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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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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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어시스턴트에 대한 기대와 현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GYFEI6uLy0

Knowledge Navigator Video (1987, Apple)
15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Outline

1. Intro
2. AI Trends
3. Bixb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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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xby의 방향
• Bixby is the single brand of Samsung’s intelligence
• Bixby will integrate with third-party devices and Samsung devices through SmartThings

Samsung’s Devices

Third-Party Devices

17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계속되는 Bixby의 진화
• Bixby has evolved from an intelligent mobile interface to a scalable intelligence platform
Bixby

“Simplify the way you
use your phone”

New Bixby

“Talk naturally”

“Bixby knows you”

“Just say what you wan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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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Bixby의 진화
• Now, Bixby also offers a powerful tool for developers, so they can participate in
expanding Bixby experiences

Bixby

“Simplify the way
you use your phone”

New Bixby

“Allow more developers & partners to participate in Bixby Ecosystem”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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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측면에서 Bixby 지향점

AI가 단순히 그냥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사용성을 높여주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좋은 툴이 되는 것을 지향

https://www.1solutions.biz/website-accessibility-standard-check-for-your-websit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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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을 향상 시키는 Bixb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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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xby의 접근성 향상 기능
Bixby Button
- 별도의 빅스비 버튼 탑재
- 화면 버튼을 누르기 힘든
상황에서도 손쉽게 동작

Accessibility Capsule
- 접근성에 관한 기능 제공
캡슐 (marketplace)
- 예) 돋보기 확대 비율
높여줘

Hands-free Mode
- 캡슐 개발자가 쉽게 hands
free mode를 만들 수 있음

Bixby Dictation
- 글자 입력시, 키보드가
보이는 상황에서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

Barge-in 기능 추가

- 전화가 오는 상황에 “Hi
Bixby”가 동작할 수 있는
기능 지원

Galaxy Home Mini
- 스피커에 IR Blaster를
탑재하여 기존 기기들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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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위한 Bixby의 노력은 진행 중…
“간단 명료하게 음성안내 되도록 해주세요.”
•

보이스 어시스턴트 및 각종 기능 설정들을 On/Off 했을 때 길게 설명되는 문구를 짧고 간결하게 수정 진행

“불필요한 음성 안내를 없애 주세요.”
•

이어폰 탈착 시 나오는 음성 안내를 삭제하여 주변에 방해 되지 않도록 수정

“빅스비 음성 등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

시각 장애인 스스로 빅스비 음성 등록 가능하도록 수정

“보이스 어시스턴트 사용시 빅스비 음성 피드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

보이스 어시스턴트 사용시에도 빅스비 음성 피드백이 제공 되도록 수정 요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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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위한 Bixby의 노력은 진행 중…
“각종 버튼 및 이미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해주세요.”
•

각 앱 화면의 버튼 및 이미지에서 누락된 대체 텍스트를 발견하여 전달하고 반영 요청

“각 앱 화면에서 포커스 이동 순서가 맞도록 개선해 주세요.”
•

접근성 포커스 이동 시 논리적으로 이동 되도록 순서 개선 요청, 각 화면에서 잘못된 포커스 이동 순서를 발견하고 수정 요청

“전화 올 때 발신자 정보를 BT 헤드셋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
•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시 전화가 올 때 화면을 Swipe 하면 폰 스피커가 아닌 BT 이어폰에서 나오도록 수정 요청

“첫 글자 음성 일부 안 들리는 현상 해결 해주세요.”
•

TTS 첫 글자 일부 짤림 현상 수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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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xby Voice, Bixby Vision
“이건 혁명 입니다. 터치로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하느라 불편 했는데
음성으로 쉽게 동작 시킬 수 있어서 너무 편리 합니다.”
“앞을 볼 수는 없지만 글자도 읽어주고, 라면/과자/캔음료도 남의 도움 없이 구분 할 수 있어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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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xby & Accessibility Features
“목 이하가 마비 되었지만 빅스비와 미러링 및 접근성 기능을 활용해서 폰을 사용 할 수 있어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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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Home Mini (AI Speaker)
“음성으로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집안의 전자 제품을 컨트롤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목 이하가 마비된 저에게 손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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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Home Mini (AI Speaker)
“음성으로 전화 걸고 받고, 집안의 전자 제품을 컨트롤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목 이하가 마비된 저에게 손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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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결, 더 나은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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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49

Parallel Sessions 3 : IOT 접근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노크 기반 사물 인식

조현성

Knocker

Vibroacoustic-based Object
Recognition with Smartphones
Taesik Gong1
Ju Lee1

Hyunsung Cho1

Bowon Lee2
1

Sung-

2

Smartphone for human-object
interaction

253

Often requires cumbersome process…

254

What if smartphones can identify
objects?

5

Knocker

6

255

Knocker
A unique set of responses per
object
y
x
z

Sound
Acceleration
Angular velocity
7

256

9

257

Tag-based approaches
QR
Code

RFI
D

- Deployment cost and effort

11

Camera-based approaches
Snap-To-It (CHI ’16)

SnapLink
(IMWUT ’17)

- Light conditions, angles, orientations, etc.

258

12

Electromagnetic (EM) noise
sensing
EM-Sense
(UIST ’15)

Deus EM Machina
(CHI ’17)

- Requires special h/w & limited to electric
appliances

13

How Knocker works
Knock Detection

Peak Detection

Response
Pruning

𝑡𝑡

𝑡𝑡

Acceleromet
er

𝑡𝑡

𝑡𝑡

Gyroscope

𝑡𝑡

𝑡𝑡

Sound

Knoc
k

Classifica
tion

Knock
Validat
ion

Feature
Extracti
on

Classi
fier

(~90ms)

(~140ms)

Classif
ied
Objec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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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 Detection
(1) Peak
Detection

Amplitude

Mic.

Acc.

Audio latency

“Knock
”

A “cue” of a
knock

Gyro.

Time
15

Knock Detection
(2) Response
Pruning
Mic.

Acc.

Response: ~80ms

“Knock
”

Gyro.

Tim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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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 Detection
(3) Knock
Validation

Frequency spectrum of
acc.
Actual
knock

600
500
400
300
200
100
0
1600

0

200Hz

False
positive

1400
1200
1000
800
600
400

How to reduce false
positives?

200

0

0

200Hz
17

Classification
Extracted Features

Support Vector
Machine

Sound:
• Magnitude spectrum
• Log magnitude
spectrum
• MFCCs
Accelerometer:
• Magnitude spectrum
Gyroscope:
• Magnitude spectru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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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20 users
23 everyday objects

knock
area

19

Impact of the number of
training data
Accuracy

100%

90%

92.17%

80%
70%

71.96%

97.61% 98.04% 98.26%

80.43%

66.74%

60%
50%

74.78%

78.26%

95.65%

54.57%

1

2

3

4

5

10

20

40

60

# Training Data per Object

80

1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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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ab vs. In-the-wild

Trained in a
quiet room

Tested in 50 environments
with
- various types of noise
- underlying object
h

21

In-lab vs. In-the-wild

Sound feature
only:
Sound + Acc. +
Gyro.:

95.00%

77.08%

96.74%
(+1.7%)

83.02% (+6%)

263

22

Conclusion
• Knocker is a new object recognition technique
that greatly simplifies the interaction with
objects via smartphones
• Knocker leverages built-in sensors for
identifying objects without modification of
smartphones and objects
• Knocker’s motion features improves accuracy
especially under noisy environments
23

Towards greater digital accessibi
lity with Knocker
Simplified input process
for people with speech, vision, or fine motor-skill
impairments

Source: https://medium.muz.li/voice-user-interfaces-vui-the-ultimate-designers-guide-8756cb2578a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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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reater digital accessibi
lity with Knocker
Adaptation of vibroacoustic-based objec
t recognition
to other form factors, e.g., white cane

Source: https://www.wsj.com/articles/hey-whats-with-the-white-cane-1476228132

25

Knocke
r

https://nmsl.kaist.ac.kr/proj
ects/knocker
Dataset is available!
email: knocker@nmsl.kaist.ac.kr

265

Backup Slides

Confusion matrix in the wild
experiment
Small objects with
underlying object
changes
(wooden table → metal
table)

28

266

T-SNE distribution of knock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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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s 4 : UD/UX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김기연

IAT Conference 2019 - 정보접근성 기술 컨퍼런스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김기연
SNC Lab UX/UI 컨설팅팀 선임연구원

전자정부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행정·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 정보, 서비스를 전자화하여
상호 간 그리고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271

불편하고 접근이 어려운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 절차의 복잡성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45%
37%

36%
31%

30%

29%

26%

25%
20%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적절한
안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서비스가
어렵고
복잡했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

원하는
일과 이와
관련된 일을
함께
처리할 수
없었다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 되었다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나
불안함이
있었다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일처리
내용이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17%

화면의
디자인 및
구성이
불만족
스럽다

출처 : 2018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PC)

로고, 검색, 메뉴 등 핵심 UI의 배치 및 표현, 이용 절차가 기관 별로 달라
사용자 입장에서 사이트의 이용방법을 매번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쉽고 일관성 있는 UI·UX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상호작용을 의미 있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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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로서의 정부

GDS
(Government Digital Service)

① 원칙에서 시작하는 디지털 서비스 구축

Principles

273

영국 – Digital Service Standard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14가지 기준

미국 – Digital Service Playbook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구축을 위한 13개의 지침

274

서비스 관점의 가이드
서비스 구축 과정의 흐름에 맞춘 원칙과 가이드라인 구성

영국 디지털 서비스 표준
(Digital service standard)

서비스 방향성 수립
업무 수행 방법,
방향성 설정

(Digital services playbook)

사용자와사용자의니즈에대해이해한다

사람들의니즈가무엇인지이해한다

사용자를위해전체문제를해결한다

시작부터끝까지전체의경험을고려한다

모든채널에대해연결된경험을제공한다

단순하고직관적이게만든다

서비스는사용하기간단하게만든다

애자일과반복과정으로서비스를구축한다

모든사람이서비스를사용할수있게만든다

팀 구성

개발 환경 설정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전략집

지원조달을위해예산및계약을계획한다

다학제적인팀을구성한다

한명의리더를정하고책임을지운다

애자일방식으로작업한다
숙련된팀을구성한다
자주반복하고개선한다
최신기술스택을선택한다

구축 내용 개선

사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할수있는안전한서비스를만든다
유연한호스팅환경을구성한다

성공지표를정의하고성과데이터를공표한다

서비스
리소스 개방
&
지속적인 개선

테스트와배포를자동화한다

적절한도구와기술을선택한다

보안과개인정보를재사용가능한과정을통해관리한다

새로운소스코드는공개한다
개방표준,공통컴포넌트와패턴을사용하고개선에기여한다

의사결정을위해데이터를사용한다

신뢰할수있는서비스를구축한다

개방을기본으로생각한다

② 구체적인 UI 요소의 설계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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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UK Design System
UI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한 적용의 기준을 제시

U.S. Web Design System
즉시 적용 가능한 요소별 코드 라이브러리

276

Australian Government Design System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예시와 가이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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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과 일관성을 위한 통합된 UI·UX 가이드라인

Design System

Creating a single source of truth, Design System
한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향성 수립과
프로젝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된 가이드라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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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빈번하게 반복되는 유형에 대한 정의

Patterns

GOV.UK Design System : Patterns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황 중심의 작업 및 페이지 유형에 대한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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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star Design System : UX Patterns
공통적인 구성을 가진 UI 설계를 위한 기본 지침

BBC, Global Experience Language : Design Patterns
반복되는 디자인 문제에 대한 단순하고 재사용 가능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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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 여정 기반의 패턴

User Journey

사용자 여정을 고려한 과업 기반 패턴의 등장
단일한 UI 컴포넌트, 정적인 패턴에는
이용 맥락에 따른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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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spots Canvas Design System
사용자의 이용 시나리오를 고려한 설계 가이드

AXA Web Guidelines
UI 패턴 별 사용자의 여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설계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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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Guidelines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

UI·UX 설계 원칙
사용자경험 설계를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기대 효과 5가지

UI·UX 설계 기준

UI·UX 품질 점검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사용자경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전자정부
웹사이트 설계 시 점검 및
수행해야 할 사항 7가지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UI패턴 별 134개의 품질
체크리스트

<부록>

&

UI·UX 설계 가이드

UI·UX 품질 평가표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자 여정
기반의 효과적인 사용자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방법

자가진단지표
사용성 외에 웹사이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사용자경험 속성 별로
확인할 수 있는 26개의 질문

설계 및 구현:

진단 및 개선:

UI·UX 설계 원칙,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 모두를 집중적으로 활용

일차적으로 품질 진단서 하위의 품질 점검표, 품질 평가표를 활용한 평가
결과에 기반. 상세 개선 과정에서 설계 원칙, 설계 기준 및 설계 가이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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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설계 원칙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사용자경험을 위해
모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정의
서비스
관점

1.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전자정부 웹사이트 설계는 항상 사용자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관점

2. 모두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사용 품질의
관점

3. 편리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개방/활용의
관점

4. 열린 전자정부 웹사이트

프로세스의
관점

5.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

1

사용자경험 원칙
전자정부서비스 구축 시 사용자경험 설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디자인의 기본
원칙.

2

2

상세 설명
적용 대상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의
목적과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기술.

3

효과
원칙을 따를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술.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관점의 효과와
더불어,
담당자, 개발자 관점의 기대 효과도 명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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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설계 기준
적용 주체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자정부 사용자경험 정의

1.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2.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한다.
3.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4.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5.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6. 모든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7.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

1
1

사용자경험 정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사용자경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에 맞는
사용자경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의

2

2

핵심질문
정의된 사용자 경험을 진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기술

3
3

설명
해당하는 사용자경험 정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사용자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절차와 방법 등을 기술

4

4

해야 할 일
이론적인 정의와 설명을 넘어, 해당하는
사용자경험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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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설계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빈도 높은 핵심 과업을 UI 패턴으로 정의
공통패턴(6개), 특화패턴(3개), 하위패턴(31개)

공통패턴

특화패턴

브랜드 영역

탐색

검색

콘텐츠

지원/기타

회원

(Brand area)

(Navigation)

(Search)

(Contents)

(Notification)

(Search)

(Membership)

(Apply)

헤더

메인 메뉴

(Header)

(Global navigation)

통합검색

목록보기

모달

직원검색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고급검색

콘텐츠
작성/업로드

확인

기관 위치 확인

약관동의

신청 내역
확인/취소

검색결과

상세내용 보기

오류

도움말 찾기

로그인/인증

푸터

서브 메뉴

(Footer)

(Sub Navigation)

탭
(Tab)

브래드크럼

안내

사이트맵

구매/결제
(Purchase)
제품 상세정보
보기
장바구니 확인
주문/결제정보 입력

주소찾기

댓글 남기기/읽기

(Breadcrumb)

신청/조회/발행

공유/공감

(Sitemap)

연관 콘텐츠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패턴 별 설계 가이드 수립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반복적인

국내/외 선진 디자인시스템 분석을 통한

국내/외 웹사이트 분석을 통한

Pain Point 정의

체크리스트 정의

모범사례 정의

289

1

2

3

1

UI패턴 타이틀
현재 페이지에서 정의하고 있는 UI패턴의 타이틀.
좌측 영역에서는 UI패턴의 리스트를 제공하여, 현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UI패턴 정의
UI패턴의 기본적인 정의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하기에 앞서 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기술

3
4

사용성/접근성 체크리스트
해당 UI패턴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용성/접근성
측면의 점검 항목을 제시

4

적용예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예시를 제공.
적용예시는 권장 사례, 피해야 할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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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목적에 따른 UI·UX 가이드라인의 구분
프로젝트의 성격, 참여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선택해야 함
높음

적용의 정확도

UI·UX 설계 가이드

UI·UX 설계 기준

UI·UX 설계 원칙
낮음
낮음

적용영역의 보편성

높음

가이드라인 적용 프로세스
구축·개선

착수

검수·진단

UI·UX 설계 원칙

UI·UX 품질 평가표

 원칙과 효과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숙지

 UI·UX 품질 만족도 조사 실시

 미흡한 기준에 대해 개선

 핸드북, 포스터 등
활용하여 전파
사례 : Gov.uk 디자인 원칙 포스터

UI·UX 설계 기준

1.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2.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한다.
3.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4.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5.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6. 모든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7.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

 핵심질문 중심으로 설계
기준 체크
 해야 할 일은 관련 산출물
목록에 포함
 UI·UX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사항에 포함
 관련된 모든 팀원에 대해
배포 및 교육 진행

UI·UX 품질 점검표
 전체 항목에 대해 체크리스트 검사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

UI·UX 설계 가이드
 사이트의 유형에 적합한
적용패턴 선정
 가이드에 따라 설계
및 구현
예시 : UI설계 와이어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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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기관 웹사이트 UI·UX 설계의 기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2019)

공공기관 웹사이트 수준 진단, UI·UX 부문 (2019~)

웹접근성

웹호환성

UI·UX

– 모든 국민이 신체적 및 기술적·경제적 환경에 구애 없이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수준 진단 기준으로 채택

2019년 개정 문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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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Guideline with Trello
사용자 여정 기반의 UI·UX Guideline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실험

UI·UX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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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s 4 : UD/UX

모두를 위한
다감각정보 디자인

김지은

IAT(정보접근기술) 컨퍼런스 2019 UD/UX

모두를 위한 다감각정보 디자인
한양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
김지은 교수
2019. 11.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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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es a Blind Person Visualize Things in their Mind?

3

https://www.youtube.com/watch?v=gCwZCaawKN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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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OUNDSCAPE OF VISUALLY IMPAIRED PEOPLE

56

32

SAFETY

Confused, Afraid
Dangerous, Safe
Worry

DIRECTIVITY
Near, Directed

SPACE

Oversized
Opened, Wide
Too small, big, full, and few

Mediastica, C.E., Kristanto, L.W., Tanuwidjaja, G., Sunaryo, R.G., & Damayanti, R.S. (2018).
An Initial Study of Soundscape of Visually Impaired People in Urban Parks.
5

From a Cluttered Sensory to Multisensory Integration
시각
Colour
(Hue, Chroma, Lightness)

청각
Pitch
(Frequency)

촉각
Tapping

미각
Temporal
(Intensity, Movement, Duration)

후각
Perception
(Type, Individual)
Sensation
(Sweet, Burnt…)

Time & Motion
(Blinking, Flashing)

Timbre
(Quality)

Puncture

Affective
(Pleasant, Unpleasant, Neutral)

Embodied
(Mouth feel)
Dimension
(2D, 3D)

Intensity

Affective
(Pleasant, Unpleasant, Neutral)
Impression
(Rustic, Sexual, Noble, Elegant)
Odor terminology
(Simple, Oriental)

Loudness
(Amplitud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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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Superior Temporal Sulcus)에서
활성화된 다감각뉴런
Beauchamp, M.,Argall, B., Bodurka, J., Duyn, J.H. and
Martin, A., “Unraveling Multisensory Integration: Patchy
Organization within Human STS Multisensory Cortex”,
Nature Publishing Group(2004), P.1190
7

How to Design a Meaningful Multisensory
Information Design for ALL?
1. Start with HOW before figuring out WHAT to make
2. See disability with a broader PERSONA SPECTRUM
3. Benefit the BEAUTY OF CONSTRAINT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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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esign a Meaningful Multisensory
Information Design for ALL?
1. Start with HOW before figuring out WHAT to make
2. See disability with a broader PERSONA SPECTRUM
3. Benefit the BEAUTY OF CONSTRAINTS
9

Museo del Prado, Madrid

Typhlological Museum, Madrid

Pompidou, Paris /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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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Audio
Guidance for the
Visually Impaired
Panasonic

America InSight Tour
Smithsonian American
10
Art Museum

Case 1 Pompidou, Paris /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Paris (by Alain Mikli)

Mediastica, C.E., Kristanto, L.W., Tanuwidjaja, G., Sunaryo, R.G., & Damayanti, R.S. (2018).
An Initial Study of Soundscape of Visually Impaired People in Urban Park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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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3D Finger Map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리번학습지원센터 & 한양대학교 Imagine X lab(2016)

13

Case 3 다중감각 명화전 (성균관 조준동교수, 한양대 Imagine X lab, 네이버 정재호 사운드 디자이너)

열쇠로 미닫이문 여는 소리
유리 미닫이문 여닫는 소리

3차 전시: 서울맹학교 (2019.11.19~ )
주요 작품: ‘별이 빛나는 밤‘_빈센트 반 고흐, ‘초충도‘_신사임당, ‘세네
치오‘_ 폴 클레, ‘현숙이네 집‘_김용일, ‘춤’_ 앙리 마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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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하는 소리
마루 바닥 밟는 소리
나무 찬장 문 여는소 리

How to Design a Meaningful Multisensory
Information Design for ALL?
1. Start with HOW before figuring out WHAT to make
2. See disability with a broader PERSONA SPECTRUM
3. Benefit the BEAUTY OF CONSTRAINTS
15

“Disability is not just a health problem. It is a complex
phenomenon, reflecting the interaction between features
of a person’s body and features of the society
in which he or she lives.”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the context of health experience, a disability is any res
triction or lack of ability (resulting from an impairmen
t) to perform an activity in the manner or within the range
considered normal for a human be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MICROSOFT INCLUSIVE DESIGN TOOLKIT, 20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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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PEOPLE BENEFIT

Permanent

Temporary

Situational

MICROSOFT INCLUSIVE DESIGN TOOLKIT, 2015
17

Broader Spectrum of
Disability
• You go on an ice skating adventure and accidentally
• You’re in a crowded bar and you miss an important
phone call because you couldn’t hear it ring
• It’s cold out, and you’re shivering too much to remove
your gloves to use the touchscreen on your phone.
• English is not the user’s primary language

MICROSOFT INCLUSIVE DESIGN TOOLKIT, 20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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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BBC R&D : Beta-watcher Using Face Recognition Technique

Miller et al., 2017 Tellybox: Nine Speculative Prototypes For Future TV, Demo Session at TVX2017
19

Case 3 BBC R&D : Responsive Subtitle

Brooks & Armstrong. 2014. Enhancing Subtitles, Proceeding of TV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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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esign a Meaningful Multisensory
Information Design for ALL?
1. Start with HOW before figuring out WHAT to make
2. See disability with a broader PERSONA SPECTRUM
3. Benefit the BEAUTY OF CONSTRAINTS
21

Case 4 Haptic Movies in Mid-Air: One-Minute Movies Enhanced through Mid-Air
Haptic Feedback

Ablart, Velasco & Obrist, 2017, Movies in Mid-Air: One-Minute Movies Enhanced through Mid-Air
Haptic Feedback, Proceeding of TVX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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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ate Sensorium “Not just seeing, but also feeling Art”

John Latham Full Stop
Led by touch, supported by sound

David Bomberg In The Hold
Led by sound, supported by smell

Ablart, Velasco & Obrist, 2017, Movies in Mid-Air: One-Minute Movies Enhanced through Mid-Air Haptic Feedback,
Proceeding of TVX2017

23

Case 5 AFFECTIVE CIENMATOGRAPHY TECHNOLGOY

BBC R&D Challenge (Grand winner, Kim et al., 2014)
Kim et al., 2014. Heart-to-feel': a new audio description coding scheme for the visually impaired on
affective cinematography and emotive vibration, Proceeding of TVX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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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ase 5 AFFECTIVE CIENMATOGRAPHY TECHNOLGOY

25

Case 5 AFFECTIVE CIENMATOGRAPHY TECHNOLGOY
Emotive Vibration – Non-verbal Connection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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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esign a Meaningful Multisensory Information Design for ALL?
1. Start with HOW before figuring out WHAT to make
2. See disability with a broader PERSONA SPECTRUM
3. Benefit the BEAUTY OF CONSTRAINTS

DESIGNING FOR HUMAN DIVERSITY
27

IAT(정보접근기술) 컨퍼런스 2019 UD/UX

모두를 위한 다감각정보 디자인
한양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
김지은 교수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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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장벽 - UD/UX

강동헌

몰랐던 또 하나의 벽
(UT경험 공유)
Application PM |

시각장애인 외부 리서치
Object

 접근성 기능 사용 Data 확보
〮 현황 (status)
〮 행태 (behavior)

 기능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정보화 교육 강사 인터뷰
 기능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접근성 기능 사용법 및 신규 기능
정보 습득 방법 파악

스위치제어 사용자 리서치
 ‘스위치 제어’ 기능 사용 Data 확보
〮 행태 (behavior)
〮 Option들의 유효성/사용성 파악

 기능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Period

2018. 07. 02 ~ 2019. 01. 31

2019. 06. 14 ~ 2019. 08. 24

2019. 07. 01 ~ 2019. 09. 30

Method

1:1 인터뷰 형식의 Survey

2:1 인터뷰

Home using test & 인터뷰

Participant

시각 장애인 스마트폰 사용자 300명

146명
전맹

정보화 교육 강사 19명

154명
저시력

스위치 제어 사용이 필요한
상지지체 사용자 3명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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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외부 리서치
Result
User 사용 현황 분석

User 사용 행태 분석 – 선호도
사용 중인 스마트폰 제조사
6.7%

[Talkback settings]

43.3%

50%
전맹 사용자

저시력 사용자

20.5%
23.4%
64.3%

78.1%

Application PM |

시각장애인 외부 리서치
PAIN POINT

 리서치 의뢰자와 moderator 간의 GAP
> 의뢰자의 리서치 목적과 Goal & 설문 항목의 목적에 대한 이해
> 설문 항목이 명시하는 기능들에 대한 이해

 Moderator와 Interviewee 간의 GAP

MISUNDERSTADING &
MISCOMMUNICATION

> 설문 항목이 명시하는 기능들에 대한 Interviewee의 이해
> 답변에 대한 Moderator의 이해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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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교육 강사 인터뷰
Result

PAIN POINT

장애 type과 연령별 최근 스마트폰 사용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단체(Interviewee)에 대한 이해 부족
 단체 내부에서도 각 interviewee의 경험 및 이해 GAP

접근성 기능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이 없으며,
전문 상담사의 부재로 기능에 대한 대응을 받기 어려움

Application PM |

스위치 제어 사용자 리서치
Result

기능 Target층에 대한 이해도

기능 사용에 대한 Needs & 선호도
Customization

 ‘스위치 제어’ 기능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찾기 어려움

 신체적 제약 기반 및 경도 차로 인한 사용 범위가 다양

> 기능 인지도가 낮음
> 신체적인 제약이 적은 사용자는 다른 방법으로 핸드폰 사용 선호

> 사용자 별 근육 통제 및 반응 속도가 상이해 세부적인
Customization이 필요

 스위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스마트폰 경험이 전무해
일반적인 스마트폰 UI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음

Preference

 스마트폰을 사용/학습할 때 보호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
보호자의 IT기기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신체적 장애의 경도 및 학습 능력이 상이해 조작 행태가 다양
> 최소한의 조작 선호 vs. 빠른 조작 선호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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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제어 사용자 리서치
PAIN POINT

 Customization 내 균형
> Personalization

vs.

User-friendly

 사용자의 상반된 Needs 사이의 균형
> 최소한의 Switch
> 최소한의 Switch
> 최소한의 조작

vs.
vs.
vs.

복잡하지 않은 UI
최소한의 조작
기기의 다양한 활용

Finding right Balance

Application PM |

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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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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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과 UDL :
장애보다는 사람을 위하여

한경근

장애학생 교육과 UDL: 장애보다는 사람을 위하여

2019.11.22
2019 IAT(정보접근기술) Conference
한경근_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kghan@dankook.ac.kr

테크놀로지 발달과 장애학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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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크놀로지 발달과 장애인 교육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

요구되는 학습 성과는 무엇인가?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1. 테크놀로지 발달과 장애인 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AIE)
(Drigas & loannidou, 2012)

• 강력한 학습 환경 창조, 모든 학생을 위한 긍정적인 쌍방향 학습 경험 촉진
- Knowledge representation, intelligent tutor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utonomous agents
• AI & 특수교육
- 협력적인 쌍방향 학습 환경
- 특수교육 요구 학생과 주변인의 ‘생명’ 촉진

https://bit.ly/2Z3Yx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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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크놀로지 발달과 장애인 교육

공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노력

80s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활용 방안 강구 (Yin & Moore, 1987)
-

90s

가정생활 기술 훈련(예: 부엌 사용), 사물 인식 및 과제 실행 순서, 대인 관계 기술

로봇 시스템 활용 교수·학습 (robot assisted instruction, RAI)
-

(김영환, 최중옥, 1996)

뇌성마비 중복장애 아동의 개별학습 및 재활 활용 고려

로봇 원격 시스템 (김창걸, 송병섭, 2012)
-

장애학생용 학습 콘텐츠 개발, 시각장애아동 보행훈련, 행동 관찰 및 진단, 자폐성
장애학생 상호작용 촉진

장애아동과 장난감 로봇과의 상호작용 효과 (홍종욱 등, 2014)
로봇을 활용하여 정서·행동장애 위험 아동들의 언어적 행동 효과 (김진희, 2014)
2000

ICT 활용 교육 활성화 노력 (김남진, 우정환, 2005)
-

ICT 활용 수업 방법, 물리적 환경 조성, 교사의 ICT 활용 능력, 교사의 인식 등 연구

스마트 러닝 (smart learning)
보편적 학습설계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1. 테크놀로지 발달과 장애인 교육

공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노력
2000
스마트 러닝 (smart learning)
-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습장애 학생의 학업성취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과제집중력, 학습 흥미와 자신감, 적응행동 및 과제수행, 운동기능 향상 효과 (예:
손지영, 2013)

-

지적장애 고등학생 직업교육과 같은 사례와 함께 특수교육 장면에서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사례를 교육행정기관 단위에서 보급 (예: 경기도교육청, 2013; 국립특수교육원,
2012; 송승민, 한경근, 2016)

보편적 학습설계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

초기에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UDL의 유용성을 교과 통합이나 교육과정 통합의
사례를 들어 보고하는 연구 (예: 박혜준, 2010; 조선화, 박승희, 2011; 정주영, 2012)

-

특수학교 장면에서의 유용성 논의 (예: 한경근, 2014; 이윤우, 한경근, 2018)

-

온라인 학습, 디지털 학습 교재, 웹기반학습, 증강현실 학습 콘텐츠에 UDL원리를
적용하는 연구로 UDL에 테크놀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 (예: 손지영,
2011; 노석준, 2012; 김민규, 2017; 이윤우, 한경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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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크놀로지 발달과 장애인 교육

공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노력
2000
뇌-컴퓨터 연결 (brain-computer interface, BCI) 기술
-

인간의 두뇌 운동 피질에 전극을 심어 뇌 속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이용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이미 수 년 전부터 연구 (송준섭, 2016)

[그림]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그림] 가정용 뇌 임플란트 출처: 동아일보

(2006)

(2016.11.08)

1. 테크놀로지 발달과 장애인 교육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특수교육 과제
-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교육 불평등 심화

(조희연, 2016)

대부분이 장애학생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외 우려
- 인공지능 및 로봇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렵거나
높은 수준의 테크놀로지 활용 지식이 없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 후
취업 기회 제한 가능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지원하는 공평한 온
라인 교육의 필요성 강조

(Basham, Stahl, Ortiz, Rice & Smith, 2015)

-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시대에서 재활과 극복의 패러다
임을 넘는 장애개념 재검토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특
수교육의 능동적인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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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근, 2017b)

장애 개념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미래

2. 장애 개념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미래
2030년 미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 및 교과교육의 방향

교육 목표 및 내용
-

개별화 교육, 다문화 교육, 직업진로교육, 지식활용교육, 인성·감성교육 강조

-

디지털 기술 활용과 체험중심의 교수학습이 필요

-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

인문학적 소양 및 감성교육 강화

교수 · 학습 방법

(주형미 등, 2016)

(박선화 등, 2017)

(박선화 등, 2017)

-

학습자의 특성 고려한 개인 맞춤형 학습 강화, 학습자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강조

-

학교 안팎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

교수 · 학습 환경

(박선화 등, 2017)

-

학습 경험 확장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

-

학습, 쉼, 놀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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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개념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미래

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 교육 목표 및 내용의 개별화
•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학습 강화
• 지식 암기가 아닌, 지식의 활용 교육 강조
•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 : 학습 경험 확장

2. 장애 개념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교육

1. 장애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교육 체제의 재해석
- 교육지원(support) 서비스 근거로서 학습자 요구(needs) 분석
- 장애 여부 아닌 특별한 교육적 요구 중심의 개별화 지원(individualized supports)
- 저마다 고유한 개별화 교육과정(individualized curriculum)
- 개인의 차이와 요구 반영한 보편적(universal) 의미에 근접

2.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수교육의 좌표
- 내용 및 방법의 개별화 (디지털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공간 마련, 첨단 테크놀로지 활용)
- 특수교육 기관 운영의 변화
- 교육을 포함한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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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개념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교육의 논의

3.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수교육 공학
- 교육 분배의 정의 실현
- 소수 학생(예: 중도중복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공동체 조성
- 학습 네트워크의 세계화
- 상호작용적 학습(interactive learning)의 잠재력 극대화
- 개성의 발견과 발전의 추구

- 개인화(individualization) 중심의 보편적 학습 설계(UDL)

2. 장애 개념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미래

disability-free, barrier-free를 넘어 ‘사람’을 위한 U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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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개념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미래

장애학생 교육에서의 UDL

• 교수-학습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학습자 다양성을 위한 계획에 초점을 둔 프레임워크
• 특정한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많은 방법과 전략들을 포함하는 프레임 워크
• 학습 목표, 방법, 자료, 평가를 융합
• 궁극적 목적: “모든” 학생을 “expert learners”가 되도록 돕는 것

UDL is how we build inclusive classroom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Personalization)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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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학습자의 개별성 강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시스템 혁신 방안
- 맞춤형 학습 통한 완전학습 구현
학습자의 흥미, 소질, 적성, 학습 경험, 학습 속도, 심리적 특성 및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된 환경에서의 학습
학습자 주도적 맞춤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의 개념과 성격
- 학습자 주도적 맞춤 학습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의 지원 속에서 학생이 주체적인 의사결
정자가 되어 본인의 흥미와 필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 실행, 평가하는 학
습 형태
- 목표: 학생이 적극적인 평생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

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개별화(individualization)를 넘어 개인화(personalization) (한경근, 2017b)
개인(個人; 사람; person; individual)

학급의 학습 내용이 같다는 집단 학습 상황을 전제

- 개별화: 학습자마다 학습 요구와 속도에 맞추어 제공하는 교수
- 차별화: 학습자마다 배우고 싶거나 활동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선호를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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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개인화의 개념 (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2010)

개인화

차별화(differentiation)
서로 다른 학습자의 학습
선호에 맞춘 교수

+

개별화(individualization)
서로 다른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맞춘 교수

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개인화 학습 (Personalized Learning)
(Patrick, Kennedy, & Powell, 2013)

•

학생 개개인의 흥미, 강점, 그리고 요구에 맞춤화된 학습

•

완전 학습을 위한 유연성을 강조하고 학습자 자신이 학습하는 방법, 내용, 시간, 장소에 대해
영향력을 갖게 하는 것

•

개인화 학습은 본질적으로 컴퓨터 기반 교수(computer-assisted instruction)가 업데이트 된 버전
(Basham, Hall, Carter, & Stah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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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개인화(personalization)는 학습 요구에 속도를 맞추고 (즉, 개별화된) 학습

“ 선호에 맞춤화 되며 (즉, 차별화된), 서로 다른 학습자의 특정한 흥미에 맞추어
진 교수를 말한다. 완전히 개인화된 학습 환경에서 학습 목표, 내용, 방법, 속
도는 모두 다를 수 있다.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0)

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

개인화된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은 개별화(individualization)와 다원화(pluralization)
이다. 개별화는 각각의 학생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다원화는 가르칠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오늘 날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화와 다원화는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화되어 있지
않고, 학생과 동떨어진, 개성 없이 똑 같은 스타일의
교수-학습은 이제 곧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것이다.

”

Howard Gardn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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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교사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학습의 개인화

•

인간-도구 하이브리드 학습
개인화 환경 (human-machine
hybrid personalized learning
environments)

•

학습 시간, 장소, 경로, 속도를
학생이 통제

•

정보 제공 센터로서의 교사 역할
변화 요구

•

다양한 학습자와 도구간의 상호
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환
경에서 교사 역할

•

교사의 전문성

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개인화를 위한 교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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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개인화 학습모형(Personalized Learning Model; PLM)’의 실천적 전략 개발과
특수학급 수업 적용 사례 연구 (우지영, 2019)
특수학급에서의 개인화 학습모형(PLM) 실천 전략

(1)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설계하기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 구성
- 학습자의 선호나 학습 특성을 반영한 교실 환경 구성 및 편안한 분
위기의 학습 공간 구성

(2)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 구성하기
-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기 접근의 용이한 환경 구성
-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 도구 활용
-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교육이 요구

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특수교육 장면에서의 개인화 학습모형의 실천적 전략 (우지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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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특수교육 장면에서의 개인화 학습모형의 실천적 전략 (우지영, 2019)

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PLM의 적용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 발표공간, 협동학습공간, 작업 공간, 테크놀로지 활용
공간 등으로 구성 <그림 1>

프로젝션
TV

화이트 보드

검색대

작
은

발표 공간

도
서
관
작업 공간

협동 공간

개인화 학습을 위한 학급 환경 구성(우지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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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개인화 학습을 위한 학급 환경 구성(우지영, 2019)
발표공간
•

교실 정면에 프로젝션 TV와 화이트보드 설치

•

타원형 책상 배치, 학습자가 공부한 것을 발표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

작업공간
•

학생들의 개인 작업용 공간으로 조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

작은 도서관
•

작업 공간의 우측에 위치하며, 일렬로 배치한 책장에서 주제 관련 자료를 찾고 조사하는
작업 지원하며, 주제 관련 도서는 전면 책장의 별도 공간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료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

협동 공간
•

좌식 작업 공간으로 문제 탐구 및 해결 프로젝트의 협력, 수행 또는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의논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 학생용 이동식 칠판 배치

협동 공간
•

학생용 PC 1대가 설치된 공간으로 우측에 별도의 이동식 책상을 두어 검색한 내용을 기
록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사실 ○○이에게 별 기대 없이 "○○이는 어떤 활동을 좋아해?”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타이어 좋아해!”라고 분명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좀 놀랐어요. 다른 아이들도 선생님, ○○이는 타이어가 좋데요, 라고 제게 다시
말해주기도 했고요. 아이들도 ○○이를 칭찬해 주는 분위기? 암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타이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시켰어요

“학생의 반응”
○○이가 네비게이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전에 사회과 수업으로 지도 관련 수업을 했는데,
지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특히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길 찾기 프로그램을 따라 말하는 것
을 좋아하더라구요. 부모님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네비게이션을 틀고 갈 때면 음성안내를 따
라하고,
길눈이 밝은 편이라고 해야 하나? 길을 잘 기억하고요.
○○이가 좋아하는 소재에서 출발하도록 했더니, 신나게 활동했어요.
무엇보다 마지막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나름 진지하게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려
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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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극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인화 학습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개인화 학습모형을 반영한 수업을 적용해볼 수
있는지 의뢰를 받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아이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렵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교사의 반응”
다음에 한 번 해보면 생각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주제 중심 수업이 못할 것 같은데 되더라구요. (...) 이번에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
데 의외로 즐겁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우선 아이들이 나름 무언가를 공부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좋았어요.

교사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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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s 4 : UD/UX

웹접근성 디자인과 이용자의
개념 모델 :
A11yFirst 에디터를
중심으로

구자은

웹 접근성 디자인과
이용자의 개념 모델:
A11yFirst 에디터를 중심으로
구자은 PHD
일리노이 주립대학

발표 목표 및 개요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텍스트 편집기가 보다
접근성있는 문서를
만들도록 기존의 표준
편집기를 수정하는
디자인과정에 대해 설명



세가지 디자인 방법론



A11yFirst 편집기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



개념 모델과 이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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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방법론

상호작용 디자인 (Interaction design)







이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보다는 큰 개념
개념적 수준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시작
이용자의 목표와 인간 - 컴퓨터 상호작용의 “big picture”을 고려함.
“wider goals(예:접근성)”에 대한 고려
이는 “ethical design”과 연관

참고: Alan Cooper, Robert Reimann and David Cronin, About Face 3: The Essentials of Interaction
Design,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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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중심의 디자인(Usage-centered design)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조달을 위한 모델이면서 방법론
 task-flow analysis and task modeling에 의존
 이용자 액션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 사례를 살펴봄
참고: Larry Constantine and Lucy Lockwood, Software for Use: A Practical Guide to the Models and
Methods of Usage-Centered Design, Addison Wesley, ACM Press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s)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을 알려주는 역할
“A conceptual model is a high-level description of an application. It
enumerates all concepts in the application that users can encounter,
describes how those concepts relate to each other, and explains how
those concepts fit into tasks that users perform with the application.”
참고: From Conceptual Models: Core to Good Design, by Jeff Johnson and Austin Henderson:

341

왜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s)인가?

 에디터 이용자의 멘탈 모형을 텍스트 에디터의 디자인과 긴밀히

연결되게 함으로써 일관된 디자인의 문서작성 도구 개발을 가능케 함.
 Win-Win 상황: 저자가 어떻게 접근성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텍스트 에디터가 저자의 웹 접근성을 보장함.

 웹 접근성 교정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개발 자원을 절약하도록 도움.

A11yFirst 편집기 프로젝트

https://a11yfirst.web.illinoi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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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First 편집기 프로젝트 배경

 일리노이 주립대학 도서관의 혁신 기금으로 시작
 일리노이 주정부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OneNet editor에서

아이디어를 얻음
 Home grown OneNet editor와는 달리 CKEditor 소스에 기반
 프로젝트 목표는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접근성을 담보할 문서
작성을 돕고자 하는 것.

이용자의 멘탈 모형 변화 노력
A11yFirst 에디터

기존의 에디터
 “접근성은

어렵다
따라서 문서작성시에
웹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웹

접근성은 어렵지
않다. 다만 선택에
유의하면 된다.”
(“mindful choice”)

343

디자인 목표



이용자가 인터페이스로 고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접근성과 컨텐츠 구조가 적절이
표시되도록 함



접근성의 기본원칙을 배움으로써 다른 플랫폼에서도 접근성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의 장을 제공

문서 편집기 개념 모델

OneNet
Text Editor

문
서
편
집
기

A11y
First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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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편집기+
편집자의 개념모델 +
웹 접근성

서류 객체 모델에 대한 이해

개념 모델 – Task Domain
Objects

Actions

Attributes

•

주제 제목

•

잘라내기

•

폰트 색깔

•

단락

•

복사

•

밑줄

•

이미지

•

붙이기

•

이탤릭 체

•

리스트

•

실행

•

굵은 글씨체

•

재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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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터페이스 수정 – Less is More


CKEditor UI



A11y First Text Editor UI (v.2.1.3)

A11yFirst 개념 모델
 의미를 가지는 블락 (Block) 객체를 서류의 주요 부분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헤딩, 리스트, 이미지, 주소, 블락쿼트, 코드 스닙핏)

 이용자가 폰트 스타일에 먼저 신경 쓰지 않도록 함
 특정 컴포넌트는 접근성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도록 디자인(예: 링크의

경우 디스플레이 텍스트,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
 접근성 관련된 가능한 선택옵션만을 보여줌. (예: 이용 가능한 헤딩 수준

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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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ing) 의 교훈

 개념이 중요하더라도 디자이너의 레이블이 이용자의 멘탈 모델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언제 어느 부분에서의 멘탈 모델 변화가 노력의 가치가 있는 지를
판단 할 필요가 있음. (“wider goals”)
 어떤 (행태 또는 이해 아니면 둘다)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만약 행태상, 이해상의 변화가 필요하면 명확한 레이블과 지시사항을
해당 엘리먼트에 더할 필요가 있음.

접근성의 위한 디자인 (텍스트 버전)
디자인 방법론

디자인
과정

디자인 활동:
개념모델링에
대한 이해 및
리서치

접근성

“Wider Goals”
(Frame ethical choices)
이용자의
멘탈모델

모델링과 수정
A11yFirst
개념모델

프로토타입
인증과 타당성 검사
이용성
테스트

피드백과 새로운 feature를 디자인

디자인 결과물

Pull requests for CKEditor/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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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yFirst 에디터 정보

 에디터 다운로드 github distribution repo or demo in A11yFirst

project site
 A11yFirst 에디터 플러그인 리스트:
https://ckeditor.com/cke4/addons/accessibility?sort_by=chang
ed&sort_order=DESC&page=0
 CKEditor Editor Builder:https://ckeditor.com/cke4/builder
 Drupal 8 샌드박스 모듈:
https://www.drupal.org/sandbox/jongund/3030129

질의 응답
● 구자은 (JaEun Jemma Ku)
a11ydoer@gmail.com
● A11yFirst Project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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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아래의 발표에 기반하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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