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th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WCAG2.2 Work Draft of the W3C, revision of the WCAG2.2 guidelines will be

made soon. Consequently, the revision of KWCAG2.1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

ment of web accessibility is urgent. The revision primarily involves development and selection of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items.

In this study, the efficient procedures and useful methodologies for developing and selecting the evaluation items

are to be presented.

FGI (Focus Group Interview) has been devised to reflect every stakeholders opinion fairly. GT (Group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expedite the revision processes particularly in the FGI.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method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items and its characteristics, and in

analyzing th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each item.

This study proposes 5 principles, 17 guidelines and 39 evaluation items which can be used for the revision of KWCAG

2.1.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establishing the KWCAG 2.2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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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웹접근성표준에따라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

(W3C : World Wide Web Consortium)은 ‘웹 콘

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제공하고 있다(W3C

Recommendation, 2008). W3C의 웹 접근성 표준은

WCAG1.0(1999. 5.) 제정을시작으로기존의HTML

중심의 웹 개발에서 Flex, Silverlight 등의 웹 콘텐

츠 개발 기술이 추가 된 WCAG2.0(2008. 12.)이 제

정되었다(W3C Recommendation, 2008). 이후 최

근에 발표된 WCAG2.1(2018. 6.)은 모바일 환경과

관련 요구조건 항목이 발표되었으며(W3C Recom-

mendation, 2018), 웹 접근성의 실제적인 사용성에

초점을맞춘WCAG2.2 Work Draft(2020. 2.)가 발표

되면서WCAG2.2 개정을앞두고있다(W3C Recom-

mendation, 2020). 또한, 웹 접근성개발표준WAI-

ARIA1.2(2019. 12.)가 개정되면서 지침 개발과 함

께적용을위한기술개발까지웹접근성환경의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콘텐츠

신기술인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도 정보

접근에 관한 사용자 요구사항인 검토 요청서를 발행

(2020. 3.)하는 등(W3C Blog, 2020) 국제적으로 웹

접근성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접근성 분야의 표준과

관련 참고문서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국제 웹 접

근성 표준과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인 KWCAG2.1의

개정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KWCAG2.1은W3C 웹콘텐츠접근성가이드

라인 2.0(2008. 12.)을 준용하여 12개 지침과 Level

A(적합성평가중요도) 중심의평가항목으로구성되

어있으나, 최근의WCAG2.1과WCAG2.2 등을적용

한평가항목및기준들이마련되지않았다. 특히, 국내

모바일 웹 접근성의 경우 표준 지침 없이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준용하고있는실정이어서접근성기술에

부합하는지침개선이필요하다. 이러한 웹 접근성 글

로벌 환경과 요구사항에 부합하고자 국내에서는 관

련 법안 개정으로 현행 ‘웹사이트, 이동통신 단말장

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정된 접근성

보장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

통신'으로 확대하고 2020년 6월 11일까지 접근성

보장대상에 무인키오스크를 포함시키도록 시행령

을 개정하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2019.

12. 19)이 발표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따

라서 법률 개정과 함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웹 접근성 지침 개정과 평가 개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WCAG2.0을준

용한 KWCAG2.1의 경우 WCAG 적합성 평가 Level

A 수준을유지하고있어해외웹접근성적합성평가

수준인최소 AA기준을적용하고있는점과대비하여

평가항목을 AA로 상향조정하기위한평가항목추가

및변경이필요하다. 즉, 국내·외웹접근성평가기준을

비교하고국내환경에맞춰평가기준을검토하여평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W3C 최신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WCAG2.1 평가항목을적용하고, WCAG2.2 개정에대

비하여 KWCAG 2.2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웹 접근성 평가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진행되

고 있어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이 필요하다는데 착안하였다. 이미 지침에 명시되

어 있으나 국내 환경에 미 반영된 평가항목을 검

토하고,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Level 수준을 점

검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평가 환경에 맞

춰 이들을 추가하거나 재조정할 것이다. 즉, 웹 접

근성평가항목개발및선정을위한평가방법프로세

스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KWCAG2.2 개정 및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

으로 웹 접근성 평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

시하고, 제 2장에서는 웹 접근성 평가 동향 및 관

련 연구를 설명한다. 제 3장은 연구 절차 및 방법

론을 제안하고, 제 4장은 평가자료 분석결과와 평

가방법론(FGI, GT, QFD 등) 제안에 대한 절차와

결과를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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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정 동향

W3C는 WCAG 2.0의 업데이트(버전 2.1) 준비 조

직 Sliver TF(2017)를 구성하여인지 부족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 시력이 낮은 사용자 및 모바일

장치의 장애가 있는 사용자 등의 세 가지 주요 그룹

에대한접근성 가이드라인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최

근 발표된 WCAG2.2 Work Draft는 WCAG2.1기

준과 달리, 장애인의 실제적인 사용성에 맞춰 웹에

접근하는 수준에서 보다 발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

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관심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목
WCAG2.0
(2008. 12. 11.)

WCAG2.1
(2018. 6. 5.)

WCAG2.2
Work Draft
(2020. 2. 27.)

개선
사항

Flex, Sliverlight
등 CSS,

플러그인 적용

모바일
환경대응을 위한
표준화 강화

실제적인
사용성에
초점

<표 1> WCAG 동향

WCAG2.2 Work Draft에 이어 WCAG2.2가 곧

배포될 예정으로 현재 KWCAG 2.1을 2.2로 개정해

야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WCAG2.2 Work

Draft 개정 초안은 <표 2>와 같다.

항목 주요 개정내용

적합성
수준

∙2.4.7 키보드 초점 시각화(Focus Visible)의
적합성 수준(Level AA => Level A로 조정)

성공기준
추가

∙2.4.11 키보드초점시각화향상(Focus Visible
(Enhanced))의 성공기준 추가

<표 2> WCAG2.2 Work Draft 개정 초안

*출전 : https://brunch.co.kr/, WCAG 2.2 작업 초안 등.

KWCAG2.1는 WCAG2.0 적합성 평가기준 Level

A, AA로 구성된 평가항목일부를준용하여 웹접근

성 자동평가, 전문가 평가 등 4개 원칙, 12개 지침,

24개 평가항목으로 <표 3>과 같이(Level A기준 22

개, Level AA기준 1개, Level AAA기준 1개 항목)

구성되어 있다. 국내 지침은 WCAG 2.0 기준으로

국외 웹 접근성 적합성 기준과 비교하여 Level A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Level AA 이

상의 평가항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한다.

국내 웹 접근성 표준 및 가이드라인 고시를 수행

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W3C의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춰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고 단체표준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

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채택한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또한 웹 접근성 국가

표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을 위한 연구로 후보검

사항목 분석 및 선정 기준, 세부사항,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WCAG 2.1

(2018년) 발표 이후 KWCAG 2.2를 배포할 예정이

었으나 아직 연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국외 웹 접근성 지침관련 연구와대비하여국내

평가 항목 지침 및 표준에 관한 기관의 역할에 관한

일부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최근 웹 접근성 평가분야의 국내·외 표

준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항목

개발 및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으로

향후 KWCAG2.2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방

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2.2 웹 접근성 관련 연구

2.2.1 웹 접근성 평가도구 및 실태조사 연구

웹 접근성 평가 대부분은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들로 대부분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근

성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가를 자동평가하고, 설

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웹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

한 평가도구 및 기법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박은주, 2016). 국내 주요 연구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는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웹

접근성 준수 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화 평가도구인

K-WAH 4.0을 사용(정희외, 2016)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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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AG 2.0 기준 웹사이트 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방법(송현종, 2014)이 있으며, 국내 웹 접근성 관련

표준화및정책방향수립에활용하기위해주요 1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KADO-WAH 2.0 평가도구 및

전문가평가를통한실태조사를진행하였다(현준호외,

2007). 평가도구(KWDO-WAH, A-prompt)에 의한

결과를 반영한 필수 보완사항을 도출하였고(권영직,

2009), 웹 접근성 준수 실태 분석으로 전문가평가와

사용자평가를진행하였다(김미정외, 2018). 웹 사이

트 PC 기반의 콘텐츠 평가가 90% 이상으로 모바일

접근성, 소프트웨어 접근성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것으로분석되었다(김미정외, 2018).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한실태조사연구와함께웹접근성사용성

평가와다양한 디바이스 접근성연구도필요하다. 또

한정보접근성전체범위에서다양한유형의사용자,

다양한환경기기를고려한스마트모바일웹·앱, 키오

스크및 기타 오프라인의사용자 접근성 서비스, 4차

산업혁명관련신기술콘텐츠 VR, AR, XR 등과관련

한정보접근성평가와연구가확대되어야할것이다.

2.2.2 웹 접근성 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웹 접근

성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웹 접근성 평가 수행자

는 전문가가 대부분이며 사용자가 평가에 참여한 평

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므로 향후 사용자

가 직접 참여하여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김미정 외, 2018).

웹 접근성가이드라인과관련한연구로는KWCAG

1.0과 2.0의 비교ㆍ분석을 수행하고 그 시사점을 고

찰하였으며(박성제 외, 2013), 장애 유형별 지침과

기준의구성요소와각요소별로기준및지침에포함

되어야할주요내용을명시하였다(김영기외, 2008).

WCAG2.0 접근성 평가 항목에 관한 전문가의 자료

목록화, 사용자가 식별한 잠재적 문제 도출, 정량/정

성적 접근성 성공 기준 타당성 정당화 과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패턴 및 평가 분류 등 평가 지

침의 필요성과 항목 선정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해 주고 있다(문현주 외, 2014).

2.2.3 웹 접근성 평가개선 연구

장애인은 물론 다른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 그룹의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고 분석해야한다. 접근 가능

한 콘텐츠를 어떻게 구현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인

지 설명하고 장애인을 위해 더 잘 제공될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박한샘 외, 2016).

특정 웹 기술에 적용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테스

트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웹 환경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일부 요건은 자동화된 시험 도구

를 사용한 검증에 적합해야한다. 또한, 웹 접근성 평

가항목 적합성 기준을 보조 기술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모든 웹 사이트 및 컨텐츠

유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자가 달성하기

에 합리적인 기술이어야 한다(박한샘 외, 2016).

ARIA는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만들

기 위해 Javascript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특

정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ARIA 규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네이티브

운영 체제 플랫폼의 접근성 프레임워크에 매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이용희 외, 2014).

3.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W3C WCAG2.1 및 WCAG2.2 Draft

의 내용을 근간으로 [그림 1]과 같이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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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침 평가 항목 수준

Perceivable

1.2 Time-based Media
1.2.4 Captions (Live) AA

1.2.5 Audio Description AA

1.4 Distinguishable
1.4.4 Resize text AA

1.4.5 Images of Text AA

Operable 2.4 Navigable

2.4.3 Focus Order A

2.4.5 Multiple Ways AA

2.4.6 Headings and Labels AA

Understandable

3.2 Predictable
3.2.3 Consistent Navigation AA

3.2.4 Consistent Identification AA

3.3 InputAssistance
3.3.3 Error Suggestion AA

3.3.4 Error Prevention AA

<표 4> WCAG2.0 기준 KWCAG2.1 미반영 평가항목(Level A, AA)

*출처 : https://www.w3.org/ WCAG 2.0과 KWCAG2.1 참고 등.

첫째, 국내․외 웹 접근성 평가 지침, 평가기준

및 요건 등을 논의하고 평가항목 대상을 정의하며

대상 선정 절차 등을 제시한다. 둘째, 평가항목에

대한 FGI를 통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 평가기준과 항목 개

발적용을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또한, 연구 결과

를 종합하고 향후 국내 웹 접근성 평가의 발전방

향, 제약사항,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셋째,

평가항목 선정과정에서 공학적 평가방법론을 제안

한다.

3.1 평가항목 자료 수집 및 선정

전문가들은 평가항목 기능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검사를 통해 발견된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목록화하

며, WCAG 적합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을 분류한다. 기존 WCAG2.0의 적합성 평가 기준

Level A, AA에 해당되는 평가항목 중 KWCAG

2.1에 미 반영된 평가항목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

토한다. 또한, WCAG 2.1과 2.2에 추가된 평가항

목을 목록화하고 주요 특성과 기능요구사항 등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한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목록화된 평가항목과 확인사항들을 참고하여 장애

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요구 환경을 인

식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자동 도구, 코드 검

사 및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색상대비분석기 등

을 통해 장애인이 부딪히는 문제점을 직․간접적

인 사용성 평가를 통해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정

으로 접근성 문제가 발생된 정량적인 빈도분석, 실

태조사 자료, 전문가 평가 및 사용성 평가 등의 정

성적인 평가 결과 조사 등의 데이터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 분석과정으로 웹 접

근성 문제의 패턴, 개발자를 위한 권장 사항 등을

분석해야 한다. 개발자들이 웹 접근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과 함께 학습교재를 제공해

야 하며, 상세 기술과 함께 검증 절차를 제공해 개

발자가 더 쉽게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마지막은 데이터 정제화

과정으로 전문가 각자의 패턴목록과 결과를 평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참여 전문가들과 브레인스

토밍 시행, 최종 검토 등을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

해야 한다.

3.2 평가항목 적용 대상

WCAG 2.0 적합성 평가 기준 Level A, AA 항

목 중 KWCAG2.1 지침에 미 반영된 평가 항목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3개 원칙, 5개 지침, 11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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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침 평가 항목 수준

Perceivable

1.3 Adaptable
1.3.4 Orientation A
1.3.5 Identify Input Purpose A
1.3.6 Identify Purpose A

1.4 Distinguishable

1.4.10 Reflow A
1.4.11 Non-text Contrast AA
1.4.12 Text Spacing AA
1.4.13 Content on Hover or Focus A

Operable

2.1 Keyboard Accessible 2.1.4 Character Key Shortcuts A
2.2 Enough Time 2.2.6 Timeouts AA
2.3 Seizures and Physical Reactions 2.3.3 Animation from Interactions A

2.4 Navigable
2.4.7 Focus Visible A
2.4.11 Focus Visible(Enhanced) AA

2.5 Input Modalities

2.5.1 Pointer Gestures A
2.5.2 Pointer Cancellation A
2.5.3 Label in Name A
2.5.4 Motion Actuation A
2.5.5 Target Size AAA
2.5.6 Concurrent Input Mechanisms AAA

Understandable 4.1 Compatible 4.1.3 Status Messages A

<표 5> WCAG2.1/2.2 평가항목(Level A, AA)

*출처 : https://www.w3.org/ WCAG 2.0과 2.2 작업 초안 참고.

항목 평가항목 선정 기준
모바일 접근성 WCAG 2.1 모바일 환경 대응을 위한 표준화 강화 중점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기술 적용성 W3C 기술적 표준, ARIA 1.2 개정사항 반영 접근성 표준기술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성
WCAG2.2 장애인의 실제적인 사용성 초점을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이 보다 더 직접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다.(접근성 확대)

적합성 WCAG 2.1과2.2 Level AA 적합성 평가 중요도에 적합하다.
평가 가능성 평가항목 선정 후 평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표 6> 평가항목 선정 기준 예시

한편 WCAG2.1 개정 및 WCAG2.2 Work Draft

작업초안을 적용한 평가 적용 항목은 <표 5>와 같

으며, 3개 원칙, 8개 지침, 19개 항목이다. WCAG2.2

Work Draft 항목은 2.4.7 Focus Visible과 2.4.11

Focus Visible(Enhanced)항목으로 구분된다(W3C

Recommendation, 2018).

3.3 평가항목 적용 대상 선정 절차

평가항목 적용대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최신 가이드라인

을 분석하여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분류 시 고려

해야할 점을 도출한다.

둘째, 국내․외 W3C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평가항목 선정 기준 및 평가방법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 가능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의견이 필

요하므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웹 접근성 평가 전문가는 접근성 기기나 웹, 모바일

웹․앱에 대한 기술력 이해가 부족하고 개발자는 장

애인에 대한 고려와 접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주 외, 2019). 따라서 전문가

는 평가 전문가, UX기획자, UI설계자, 개발자 등으

로 구성하고 평가항목 선정 기준은 아래 <표 6>과

같은 예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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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존의 웹 접근성 평가 지침 항목 외에 모

바일 웹․앱, 키오스크, XR(VR/AR/MR) 등 다양

한 기기 유형 및 서비스별로 적용 가능한 접근성

평가항목을 도출해야 한다.

모바일웹접근성평가항목은웹접근성표준지침

을기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 모바일접근성 지침은

2008년 W3C의 Mobile Web Initiative에서 제정한

MWBP(Mobile Web Best Practices)를 따르고 있

다(문현주 외, 2014). 국내 모바일 웹 접근성 표준지

침은 모바일과 PC 웹 서비스 환경에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 별도의 모바일 웹 접근성을 고려한 지침

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박은주 외, 2019). 모바

일 앱의 경우 2016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2.0’을 제정하였으며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해야

하는 18개의 지침을 지정하고 있다(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 2015).

3.4 평가항목 FGI 적용 방향

실무자의 경험에 따르면, 웹 접근성 평가 항목

선정에 있어 웹 접근성을 인지하는 능력의 차이와

경험, 기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를 객관화하고 특정 항목을 분류하여 요소별로 평

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 집단 면접조

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연구 주제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 단체, 사례 등의 심층적인 시각과

인식을 수집하면서 수량화가 불가능한 가치, 태도,

인식 등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며 연구 주

제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적인 과정을 거쳐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Creswell,

1998). 또한 집단 단위의 면접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특성과 집단과 집단

간 관점의차이를 알 수있으며,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각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전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abiee, 2004). 이에 본 연구에서

는 FGI를 통하여 객관적인 통계 자료의 해석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실무자들이 평

가항목을 실제 구현하고,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우

선순위, 중요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평가항목을 개정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3.5 평가항목 선정의 공학적 방법론 적용 필요

평가항목 선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적

극 반영하여 객관적인 선정의견과 요구사항이 적용

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요구사항을 정의

하고 평가항목 선정에 적용할 평가방법론을 수립해

야 하다. 평가항목 선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그룹 테

크놀로지(Group Technology)기법을 적용하여 평

가항목의 유사 기능 및 특성을 분석하여 그룹화 하

였다. 이와 더불어 평가항목과 기술적특성 간상관

관계, 기술적 특성간관계, 평가 항목중요도와우선

순위 등 평가항목과 특성의 관계분석을 위해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기능전개)분

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웹 접근성 평가 자료 분석 결과

기존 웹 접근성의 의미와 분류, 평가 기준과 항목

등을 살펴본 결과 개선사항과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다.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평가기준 및 항

목을웹접근성유형과특성을적용하여차별적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평가항목 중복, 비효율성

이 증대된 평가항목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셋

째, 세부적인평가항목 설명과더불어단계별 평가와

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접근성 평가항

목 적용에 있어 평가전문가, UI/UX, 개발자 등 각각

의전문가의견에따라적용항목선정기준이다르므

로 실질적인 중요도 항목은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환경에 맞게 가능한 범위 내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평가 항목은 유형별 공통 평가항목과 세

부 유형별 평가항목의 구분이 필요하다. 각 유형별

평가 적용 영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공통항목과 개별항목, 주요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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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디바이스, 운영환경, 개발 환경에 따라 접

근성 구현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사용성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2 FGI 대상 및 방법, 절차

FGI를 통해 <표 6>을 검토하고 앞서 제시한 30

개 평가항목에 관한 분류와 적용 가능성, 선정 방법

및 고려해야할 점, 기타 등의 의견을 도출한다.

웹 접근성 평가 항목 4개 원칙, 11개 지침, 30개

항목을 대상으로 아래 <표 7>과 같이 전문가 직군

별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직군별 웹 접근성 평가 역할 및 관점

평가
전문가

웹 접근성 평가정책, 동향분석, 평가방법
및 주안점 등 종합적인 의사결정 지원
역할

UX 기획자
사용자 행동을 예측하고 쉽고 편리한 경
험 설계와 장애 환경의 사용 고려 요소 등
의 기획 역할

UI
설계자

콘텐츠의 배치, 색과모양, 크기 등을 활용
한 직관적 정보전달 제공과 장애 환경의
인식 설계 역할

웹 개발자

웹 마크업 개발 역할로 콘텐츠 구성과 형
태 유지, 장애 보조기기 인식 되도록 정확
한 의미가 부여되도록 개발, Ajax 및 서
버 개발 역할로 콘텐츠 동작 및 전송, 효
과, 정보제공, 조작 등의 기능 구현 중심
의 개발

<표 7> 평가전문가 직군 및 역할

[그림 2]와 같이 전문가에게 평가항목 원칙, 지

침, 항목에 대한 Task를 주고 실질적인 적용 가능

성과 고려사항 등을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환

경을 마련하고, 인터뷰를 진행한다.

자료분석결과와인터뷰를토대로 [그림 3]과같이

평가항목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정의하고 평가항목

정제 및 구체화 과정을 거쳐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러한 평가항목 선정 평가 기준과 절차

및 방법 프로세스는 향후 평가항목 개정 시 전문가

평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① 평가항목, 지침을 설명한다.

② 평가항목 선정 기준<표 6> 검토의견 요청
③ 각 원칙, 지침, 평가항목에 대한 적용가능성, 난이도, 제약사항, 기타 의견 

등을 정리한다. 

[그림 2] FGI 방법 및 분석 절차

[그림 3] 평가항목 선정 절차 및 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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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GT기법과 QFD를 적용한 평가항목 선정 방법

웹 접근성 평가는 정부․공공업무 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기준

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정하고 있다. 평가항목

의 경우 WCAG를 토대로 KWCAG 한국형 평가

항목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평가

항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항목 선정 및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다양한 의견과 요구 및 제약사항들이 나올 것이다.

평가항목 평가 단계에서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어

떻게 정제해서 평가항목과 연계할 것인지가 주요

한 관건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평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평가항목 선정기준으로 모

바일 웹/앱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응, 국내 도입/

적용 시 기대효과, 구현/적용 가능성, 과도한 부담

여부, 국제 기준과의 수준 차이 고려, 사용성 개선

효과, 평가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

대로 평가항목 적용기준과 평가 항목(안)을 준비

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4.3.1 평가항목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표 8>과 같이 WCAG 평가항목 요구사항의 하

지만, 일부 평가항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 수준과 개발요

구 범위 등 평가항목 기능을 정의하고 검토한다. 웹

접근성 평가 항목 4개 원칙, 11개 지침, 30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4명의 직군별 인터뷰가 이루어졌

다. 인터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W3C 지침 Success Criterion(https://www.w3.

org /WAI)이 제공하는 평가항목 설명 및 기능요

구사항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항목 주요 핵심기능을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②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핵심 기능, 유사 평가항목,

사용자 유형 등을 도출한다.

③ 평가분류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항목과 평가

특성 간의 관계를 [그림 4]와 같이 도식화 한다.

[그림 4] 평가항목과 평가특성 간의 관계

4.3.2 평가항목 그룹화 및 재배열

(1) 그룹테크놀로지(Group Technology)기법적용

목적

그룹 테크놀로지(Group Technology)(이하 GT)

기법은 생산관리, 생산방식의 기초가 되는 생산기법

으로 다품종제품을 소량 생산함에 있어 생산성을 높

이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이론이 전제가 된 제조

분야의 생산기법이다. 생산현장에서 GT기법을 도입

하는 방법은 부품분류법(classification and coding)

과 생산흐름분석법(production flow analysis)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많이 채택되며 유사한 생산

특성을 갖는 생산부품을 한데 묶어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정상식, 2008).

본 연구에서는 GT기법을 적용하여 웹 접근성 평

가항목의 유사 기능 및 특성을 분석하여 평가 항목

을 그룹화 하였다. GT기법 그룹화 방법은 생산흐름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류 항목들과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Shafer and Meredith, 2000).

(2) GT(그룹테크놀로지)기법 적용 절차

생산흐름분석법을 응용한 평가항목 그룹화 절차

는 다음과 같다.

① 흐름분석으로 웹 접근성 원칙, 지침, 세부항목 등

이미 WCAG 에서 구분된 그룹을 참고하고 ＜표

8>과같이평가항목요구사항정의및 검토 자료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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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평가항목
평가특성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C1 Captions (Live) 1 1 0 0 0 0 0 0 0 0 0 0

C2 Audio Description 1 1 0 0 0 0 0 0 0 0 0 0

C3 Orientation 0 0 1 0 0 0 0 0 0 0 0 0

C4 Identify Input Purpose 1 0 0 1 0 0 0 0 0 0 0 0

C5 Identify Purpose 0 0 0 1 1 0 0 0 0 0 0 1

C6 Resize text 1 0 0 0 0 1 0 0 0 0 0 0

C7 Images of Text 1 0 0 0 0 0 1 0 0 0 0 0

C8 Reflow 0 0 1 0 0 0 0 0 0 0 0 0

C9 Non-text Contrast 0 0 0 0 0 0 1 1 0 0 0 0

C10 Text Spacing 1 0 0 0 0 1 0 0 0 0 0 0

C11 Content on Hover or Focus 0 0 0 0 1 0 0 0 1 0 0 0

C12 Character Key Shortcuts 0 0 0 0 0 0 0 0 1 1 0 0

C13 Timeouts 0 0 0 1 0 0 0 0 0 1 0 0

C14 Animation from Interactions 0 0 0 0 1 0 0 1 0 0 0 0

C15 Focus Order 0 0 0 0 0 0 0 0 1 0 0 0

C16 Multiple Ways 0 0 1 0 1 0 0 0 0 0 0 0

C17 Headings and Labels 1 0 0 0 0 0 0 0 0 1 0 0

C18 Focus Visible 0 0 0 0 0 0 0 0 0 1 1 1

C19 Focus Visible(Enhanced) 0 0 0 0 0 0 0 0 0 1 1 1

C20 Pointer Gestures 0 0 1 0 1 0 0 0 1 0 0 0

C21 Pointer Cancellation 0 0 1 0 1 0 0 0 1 0 0 0

C22 Label in Name 1 0 0 0 0 0 0 1 0 0 0 0

C23 Motion Actuation 0 0 1 0 1 0 0 0 1 0 0 0

C24 Target Size 0 0 0 0 0 1 1 0 0 0 0 1

C25 Concurrent Input Mechanisms 0 0 0 0 1 0 0 0 1 0 0 0

C26 Consistent Navigation 0 0 0 0 0 0 0 0 0 1 1 1

C27 Consistent Identification 0 0 0 0 0 0 0 0 0 1 1 1

C28 Error Suggestion 0 0 0 1 1 0 0 0 0 1 0 1

C29 Error Prevention 0 0 0 1 1 0 0 0 0 1 0 1

C30 Status Messages 0 0 0 1 0 0 0 0 0 1 0 0

<표 9> 평가항목과 특성 간 기능요구사항 행렬표

② 그룹분석으로 웹 접근성 평가 지침에 묶여있는

평가항목들을 유사 기능 및 특성 따라 분할하고

그룹화 한다. 이때, 유사․동일 기능 및 특성에

관한 분류 항목은 앞서, [그림 4]와 같이 평가항

목과 평가특성 간의 관계로 그룹 분석한다.

③ 공구분석단계로 <표 9>와 같이 매트릭스 그룹

분석으로 행렬을 사용하여 각각의 평가항목들

을 앞서 도출된 유사․동일 기능 및 특성 분류

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최적의 순

서를 정하는 과정이다.

④ 그룹분석법은계산구조가간단하고효율성이좋은

ROC(Rank Order Clustering)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King, 1980). 각 행과 열에 2진수 가중치

를 적용하여 10진수로 계산한 후 순위와 정렬을

통해 그룹화 한다. 행렬표와 ROC 적용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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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1 A12 A10 A9 A8 A7 A6 A5 A4 A3 A2 A1
C18 1 1 1 0 0 0 0 0 0 0 0 0
C19 1 1 1 0 0 0 0 0 0 0 0 0
C26 1 1 1 0 0 0 0 0 0 0 0 0
C27 1 1 1 0 0 0 0 0 0 0 0 0
C28 0 1 1 0 0 0 0 1 1 0 0 0
C29 0 1 1 0 0 0 0 1 1 0 0 0
C24 0 1 0 0 0 1 1 0 0 0 0 0
C5 0 1 0 0 0 0 0 1 1 0 0 0
C12 0 0 1 1 0 0 0 0 0 0 0 0
C13 0 0 1 0 0 0 0 0 1 0 0 0
C30 0 0 1 0 0 0 0 0 1 0 0 0
C17 0 0 1 0 0 0 0 0 0 0 0 1
C20 0 0 0 1 0 0 0 1 0 1 0 0
C21 0 0 0 1 0 0 0 1 0 1 0 0
C23 0 0 0 1 0 0 0 1 0 1 0 0
C11 0 0 0 1 0 0 0 1 0 0 0 0
C25 0 0 0 1 0 0 0 1 0 0 0 0
C15 0 0 0 1 0 0 0 0 0 0 0 0
C9 0 0 0 0 1 1 0 0 0 0 0 0
C14 0 0 0 0 1 0 0 1 0 0 0 0
C22 0 0 0 0 1 0 0 0 0 0 0 1
C7 0 0 0 0 0 1 0 0 0 0 0 1
C6 0 0 0 0 0 0 1 0 0 0 0 1
C10 0 0 0 0 0 0 1 0 0 0 0 1
C16 0 0 0 0 0 0 0 1 0 1 0 0
C4 0 0 0 0 0 0 0 0 1 0 0 1
C3 0 0 0 0 0 0 0 0 0 1 0 0
C8 0 0 0 0 0 0 0 0 0 1 0 0
C1 0 0 0 0 0 0 0 0 0 0 1 1
C2 0 0 0 0 0 0 0 0 0 0 1 1

<표 10> ROC(Rank Order Clustering) 알고리즘

그룹 분석결과로 평가 그룹은 6개 그룹으로 구성

되었다. 평가그룹①은 C18, C19, C26, C27 로 컨텍

츠 선택과 식별로 인지를 요구하는 기능으로 그룹화

되고, 평가그룹②의 C28, C29는 자동식별 상호작용

기능을통해콘텐츠를인지할수있는기능을요구한

다. 평가그룹③의 C13, C30는 자동기능 구현을 통해

인지를 요구하는 평가항목이며, 평가그룹④는 가장

많은 평가항목 요구사항이 묶인 그룹으로 C20, C21,

C23, C11, C25, C15 등은 방향 제어와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평가항목이다. 평가그룹⑤는 C6, C10으

로 텍스트 크기에 관한 요구사항이며, 평가그룹⑥

은 C1, C2로 텍스트 대체기능을 요구하는 항목으로

<표 8>의 유사기능 평가항목으로 조사된 1.2.2

captions-prerecorded, 1.2.3 Audio Description or

Media Alternative(Pre-recorded), 1.2.8 Media Alter-

native(Prerecorded) 등의 기능 요구사항과 유사 또

는 중복 여부를 분석하여 평가항목 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그룹화는 평가항목 선정 절차 중 전문가

합의 방식인 델파이 설문조사와 FGI 평가항목을 최

적화함으로써 소요 비용과 시간, 작성절차 등의 절

감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특성 및 전문가 평가

직군별 특성에 맞춰 평가그룹 항목을 선행 작업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어 평가

체계 표준화, 전문가 변별력 강화, 합의 및 선정 과

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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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항목 정의(GT 평가그룹화 결과 적용)

⇩
② 평가특성 중요도 평가 및 선정

⇩
③ 평가항목과 평가특성의 상관관계 작성

⇩
④ 평가특성 분석
- 평가특성 중요도, 상대적 비중, 평가특성간의 상호영향성

⇩
⑤ 평가항목 분석
- 평가항목별 중요도, 상대적 비중, 우선순위 도출

⇩
⑥ 평가항목 및 평가특성 관계 분석

⇩
⑦ HOQ(Hoouse of Quality) 작성 및 상세분석

[그림 5] QFD 적용 분석 절차

항 목 세부항목 특성 및 평가 내용

기술
가능성

개발 난이도 수준 개발 난이도 정도 : 상(▽), 중(○),
하(●)

비용 및 시간 소요
정도

비용 및 시간 소요 정도 : 상(▽),
중(○), 하(●)

WAI-ARIA표준 WAI-ARIA기술 표준 준용 정도
평가검증가능성 평가항목 선정 후 평가검증 가능성
보조기술
접근가능성

장애인보조기기사용에관한접근성
용이 정도

기술
효과성

웹 접근성 준수율
향상효과

평가항목 적용후 웹 접근성 준수율
향상 정도

비용, 시간, 기술,
기타 등 효과

경제적, 기술적, 기타 등 전반적인
기대효과 정도

정보 접근성 확장
및 적용 효과

정보기술접근성웹접근성외모바일,
XR, 키오스크, 기타 등 접근성 기술
확장 및 적용 가능 항목여부

웹 접근성
개선사항 반영

웹접근성실태조사결과보고서상에
개선 요구된 사항과 부합하는
평가항목 정도

사용자
관련성

시각, 청각, 인지,
비 장애 등 구분

장애 유형별 해당여부와 사용자
기능요구 정도

실무자
관련성

UX기획, UI설계,
개발등구분및역할

웹 접근성 기술 적용 : UX기획,
UI설계, 개발 등단계별실무자참여
및 역할 정도

<표 11> 평가특성 및 세부항목

4.3.3 QFD 기법을 적용한 평가항목 선정

(1) QFD 기법 적용 목적

주요 웹 접근성 요구사항과 분석자료, 추진계획에

따라 웹 접근성 평가 항목 선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제기될 것이며, 평가방법

및 환경조건, 여건 및요인 등을 고려한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 검토 및 정제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계획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항목의 주요내용 및 핵심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

록 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제품생산과개발 과정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기능전개) 분석에서 소

비자 요구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과 고

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어떻게설계하고 생산할 것인지를서로관련지어 나

타내는 매트릭스인 품질 주택(House of quality) 또

는 품질 표와 같은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것이 QFD

활용의 핵심적 수단이다(Tan, 1998).

이 기법은 평가항목과 기술적 특성 간에 상관관

계, 기술적 특성 간 관계, 평가 항목 간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 평가항목과 특성의 관계분석을 통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평가위원 구성과 의견들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

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평가

항목선정에있어항상고민되는 사항이다. 평가항목

지침과 가이드만으로는 평가항목의 성능과 특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며, 평가 전문지식 및 관리, 이해

관계자들의 역량만으로 평가항목을 선정하기에 어

려운 점이 있다. QFD 기법을 적용해 평가항목의 선

정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객관화

된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2) QFD 기법 적용 연구 프레임워크

QFD 기법을 적용한 평가항목 개발 및 선정을

위한 분석 절차는 [그림 5]와 같으며 각각의 절차

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항목은 GT기법의 그룹 분석 결과를 적용

하여 평가그룹 ①∼⑥과 기타 그룹으로 정의한다.

② 웹 접근성 평가 선행 연구 및 분석 보고서,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서, 웹 접근성 평가 구성 요소

및 필수 사항 가이드라인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참고하여 1차적으로 특성항목을 도출하고 이를각각

의 전문가인터뷰를 통해 검증한다. 평가특성중요도

평가는 평가특성의 중요 정도를 1∼5점으로 전문가

6명이 직군별로평가하여 <표 11>과 같이 평가특성

및 세부항목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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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⑥절차는 평가항목과 평가특성의 상관성 작

성 후, 평가특성과 평가항목 분석, 평가항목과 평가

특성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

을 도출하고 분석한다.

⑦ QFD기법의 최종 완성도인 HOQ(House Of

Quality, 품질의 집)를 작성하여 평가항목과 특성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평가항목 개발 및 선정을

위한 관한 상세 분석을 진행한다. QFD 기법 적용

을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QFD 적용 개념도

(3) HOQ(House Of Quality, 품질의 집) 작성

[그림 6]의 QFD 구성에 따라 HOQ완성에 있어

④평가항목과 평가특성의 상관관계정도는 연관성에

따라 ●(9점), ○(3점), ▽(1점)로 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평가항목 선정의 구체화 평가단계에서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⑤평가특성 항목의 ■(강한긍

정), □(긍정)으로 관계를 표시하며 평가특성의 상호

영향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⑥ 평가특성 중요도는 평가항목 중요도×평가항목과

평가특성 상관관계정도 ●(9점), ○(3점), ▽(1점)를

수치화하여 평가특성의 우선순위와 평가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⑦ 이를통해 평가특성의 상대적 비

중을 알 수 있다. ⑧ 평가항목별 평가특성 중요도는

평가특성 중요도×평가항목별 평가특성 상관관계정

도 ●(9점), ○(3점), ▽(1점)를 수치화한다. 이는 평

가항목의 평가특성과 ⑨ 중요도 결과가 적용된 평가

항목 우선순위가 된다. 이와 같이 HOQ가 완성되면

평가항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평가특성과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HOQ(품질의 집) 분석 결과

1) 평가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평가항목과 평가특성의 상관관계와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Multiple Ways(0.58),

Resize text(0.51), Focus Visible(0.49), Text Spa-

cing(0.48)순으로 평가항목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표 13>의우선순위가 높은 평가항목들은평가특성

에 있어 기술 가능성인 개발 난이도가 낮고, WAI-

ARIA기술표준준용이용이할뿐아니라기술효과성

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WCAG Level 수준과 선정된

우선순위 평가항목을 검토했을 때, 기존의 KWCAG

2.1은 Level A(적합성 평가 중요도) 중심의 평가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항목 및

기준들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위 평가항목 중요도 WCAG(ver.) Level

1 Multiple Ways 0.58 2.0 AA
2 Resize text 0.51 2.0 AA
3 Focus Visible 0.49 2.2 A
4 Text Spacing 0.48 2.1 AA
5 Animation from Interactions 0.47 2.1 A
6 Focus Visible(Enhanced) 0.46 2.1 AA
7 Label in Name 0.44 2.1 A
8 Error Suggestion 0.41 2.0 AA
9 Error Prevention 0.41 2.0 AA
10 Pointer Gestures 0.40 2.1 A
11 Pointer Cancellation 0.40 2.1 A
12 Images of Text 0.39 2.0 AA
13 Reflow 0.38 2.1 A
14 Headings and Labels 0.37 2.0 AA
15 Motion Actuation 0.35 2.1 A
16 Status Messages 0.33 2.1 A
17 Audio Description 0.29 2.0 AA
18 Timeouts 0.28 2.1 AA
19 Consistent Identification 0.28 2.0 AA
20 Consistent Navigation 0.27 2.0 AA
21 Character Key Shortcuts 0.27 2.1 A
22 Captions (Live) 0.25 2.0 AA
23 Focus Order 0.23 2.0 A
24 Concurrent Input Mechanisms 0.23 2.1 AAA
25 Content on Hover or Focus 0.19 2.1 A
26 Orientation 0.19 2.1 A
27 Target Size 0.18 2.1 AAA
28 Identify Purpose 0.17 2.1 A
29 Identify Input Purpose 0.16 2.1 A
30 Non-text Contrast 0.13 2.1 AA

<표 13> 평가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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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AG2.1은 WCAG 원칙, 지침, 세부항목을

그대로 준용하여 사용 유무에 따라 개정해 왔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 평가 Level A 중심의

평가항목 구성을 AA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WCAG2.0에 미 반영된 평가항목도 추가하였다. 뿐

만아니라WCAG2.1 항목을추가하였고, 지침그룹을

재조정하는 등 아래 <표 14>와 같이 KWCAG2.2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웹 접근

성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미지에 대응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

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와도 부합하는 개선

항목이다.

<표 14> 평가항목 우선 순위 반영 KWCAG2.2 반영(안)

<현재 KWCAG 2.1>

지 침 평가항목 Level WCAG
(ver.)

1.1 Text
Alternatives

1.1.1 Non-text
Content

A KWCAG
2.1

⇩

<KWCAG 2.2 평가항목 개정 반영(안)>

1.1 Text
Alternatives
and
Distinguishable

1.1.1 Non-text
Content

A KWCAG
2.1

1.4.4 Resize text AA
WCAG
2.01.4.5 Images of

Text AA

1.4.12 Text
Spacing AA

WCAG
2.1

2) 평가그룹별 특성 분석

<표 15>와 같이 평가그룹을 분석했을 때 평가그

룹①, ③, ⑤는 개발난이도가 낮아 시간과 비용이 절

감되는 평가그룹 공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평가

그룹④는 웹 접근성 보다는 WCAG2.1 모바일 접근

성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평가항목으로 모바일의

특성상 개발난이도를 좀 더 요구하는 평가항목으로

써 기술가능성과 효과성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모바일 웹 접근성의

경우 표준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과도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WCAG2.1 동향에 맞춰표준지침이 마련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평가그룹 평가항목 개발
난이도

비용, 시간
소요정도

평가그룹
①

Focus Visible ● ●

Focus Visible(Enhanced) ● ●

Consistent Navigation ○ ○

Consistent Identification ○ ○

평가그룹
③

Timeouts ○ ○

Status Messages ○ ○

평가그룹
④

Pointer Gestures ▽ ▽

Pointer Cancellation ▽ ▽

Motion Actuation ▽ ▽

평가그룹
⑤

Resize text ● ●

Text Spacing ● ●

<표 15> 평가그룹별 기술가능성 결과

모바일 기기의 특성 상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요구에따라제공할수있고인지할수있도록

도와주는융통성있는 UI/UX 설계가필요하다. 특히,

작은화면에서텍스트와이미지의확대기능이필요하

다는 점은 평가그룹⑤의 Resize text, Text Spacing

기능과작은화면에모든기능을제공할수없으므로

보다자주사용되는기능을식별하고인지할수있게

표현하는 등 평가그룹①의 Focus Visible, Focus

Visible(Enhanced) WCAG2.2 Work Draft에 해당

되어, 지침에필수적으로반영해야될우선적인평가

항목이다. 즉, <표 16>과같이 KWCAG 2.2 개정시

모바일 식별의용이성, 운영의용이성등으로 모바일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 침 평가항목

모바일
식별의 용이성

Focus Visible

Focus Visible(Enhanced)

Resize text

Text Spacing

모바일
운영의 용이성

Pointer Gestures

Pointer Cancellation

Motion Actuation

<표 16> KWCAG2.2 모바일 평가항목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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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특성 항목별 분석

<표 17>와같이평가특성간의중요도는기술가능

성(0.70), 기술 효과성(0.63), 사용자 관련성(0.59), 실

무자 관련성(0.55) 순으로 평가항목의 기능구현 중요

도가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표 12> 평가특성의

상호영향성결과에서도 개발난이도수준, 비용 및 시

간소요정도와WAI-ARIA 표준등이강한긍정관계

로나타나이들과함께장애인사용성과밀접한보조

기술 접근가능성(0.82) 등을 고려하여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자 관련성에서 개발자

(0.97)가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

다. 기술효과에 있어 웹 접근성 준수율 향상(0.82)을

기대하며, 장애유형은시각과인지, 청각순으로나타

났다. 비 장애(0.63)유형이높은것은정보접근성기술

이장애구분없이누구에게나쉽고간편하게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평가특성 세부항목 중요도

기술
가능성
(0.70)

개발난이도 수준 1
비용 및 시간 소요정도 0.70
WAI-ARIA 표준 0.33
평가검증 가능정도 0.63
보조기술 접근가능성 0.82

기술
효과성
(0.63)

웹 접근성 준수율 향상효과 0.82
비용, 시간, 기술, 기타 등 효과 0.58
정보 접근성 확장 및 적용 효과 0.64
웹 접근성 개선사항 반영 0.47

사용자
관련성
(0.59)

시각 0.75
청각 0.24
인지, 지체 0.75
비 장애 0.63

실무자
관련성
(0.55)

UX기획 0.18
UI설계 0.48
개발 마크업,Ajax, 서버 등 0.97

<표 17> 평가특성별 중요도 분석 결과

특히, 평가특성 중 기술 가능성과 기술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사용자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구

분하여 개발한다면 사용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기술

구현과 웹 접근성 성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 사용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평가특성항

목 중 보조기기 접근가능성, 사용자 유형 등의 특성

이 반영된 사용자 중심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

개정(안)을 아래 <표 18>과 같이 제안한다.

장애
유형 평가항목

보조기술
접근
가능성

장애
유형
중요도

평가
중요도

시각

Content on Hover or
Focus

● ○ 0.37

Audio Description ▽ ○ 0.12
Images of Text ▽ ● 0.29
Non-text Contrast ▽ ○ 0.12

청각
Captions (Live) ▽ ● 0.20
Label in Name ▽ ● 0.32

인지,
지체

Timeouts ○ ● 0.35
Pointer Gestures ● ● 0.54
Pointer Cancellation ● ● 0.54
Motion Actuation ● ○ 0.37
Identify Purpose ○ ○ 0.18

<표 18> KWCAG2.2 사용성 평가항목 구분(안)

시각장애 유형 사용성 평가는 Content on Hover

or Focus인 저시력자가확대없이호버또는포커스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Images of Text

로 텍스트 이미지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표시해

야 한다는데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청각장애

유형의 경우 Captions (Live)는 청각 장애, 난청 사

용자에게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도록 구현

되어야 할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인지, 지체 장애 유

형은 시각, 청각 장애 유형보다 보조기술접근가능성

과 장애유형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어 향

후 평가에 있어 보조기술접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평가 종합 분석

평가특성에 따라 항목을 분류하고 항목 중요도

와 특성 평가 점수를 적용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웹 접근성 평가항목의 개발 및 선정에 적용한다면

품질, 성능, 사용자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항목과 평가특성 요소, 중요도 평가 점수 등

매트릭스 행렬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

항목 개발 및 선정을 위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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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KWCAG2.2 평가항목 개정(안) : 개정사항

WCAG2.1

원칙 지침 항목 WCAG
Level

1. Perceivable

1.1 Text
Alternatives 1.1.1 Non-text Content A

1.2 Time-based
Media

1.2.1 Audio-only and
Video-only A

1.2.2 Captions A

1.2.3 Audio Description or
Media Alternative A

1.3 Adaptable

1.3.1 Info and Relationships A

1.3.2 Meaningful Sequence A

1.3.3 Sensory
Characteristics A

1.4 Distinguish-
able

1.4.1 Use of Color A

1.4.2 Audio Control A

1.4.3 Contrast(Minimum) AA

1.4.8 Visual Presentation AAA

2.Operable

2.1 Keyboard
Accessible

2.1.1 Keyboard A

2.1.2 No Keyboard Trap A

2.2 Enough Time
2.2.1 Timing Adjustable A

2.2.2 Pause, Stop, Hide A

2.3 Seizures and
Physical
Reactions

2.3.1 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 A

2.4 Navigable

2.4.1 Bypass Blocks A

2.4.2 Page Titled A

2.4.4 Link Purpose
(In Context) A

3.Understan-
dable

3.1 Readable 3.1.1 Language of Page A

3.2 Predictable
3.2.1 On Focus A

3.2.2 On Input A

3.3 Input
Assistance

3.3.1 Error Identification A

3.3.2 Labels or Instructions A

4. Robust 4.1 Compatible
4.1.1 Parsing A

4.1.2 Name, Role, Value A

KWCAG2.2 개정(안)

원칙 지침 평가항목 Level WCAGLevel,ver.

1. Perceivable

1.1 Text Alternatives
and
Distinguishable

1.1.1 Non-text Content A 5.1.1
1.4.4 Resize text AA WCAG2.0
1.4.5 Images of Text AA WCAG2.0
1.4.11 Non-text Contrast AA WCAG2.1
1.4.12 Text Spacing AA WCAG2.1

1.2 Time-based
Media

1.2.1 Audio-only and Video-only A

5.2.11.2.2 Captions A
1.2.3 Audio Description or

Media Alternative A

1.3 Adaptable
1.3.1 Info and Relationships A 7.3.2
1.3.2 Meaningful Sequence A 7.3.1
1.3.3 Sensory Characteristics A 5.3.2

1.4 Distinguishable

1.4.1 Use of Color A 5.3.1
1.4.2 Audio Control A 5.3.4
1.4.3 Contrast(Minimum) AA 5.3.3
1.4.8 Visual Presentation AAA 5.3.5

1.5 Mobile
Distinguishable

2.4.7 Focus Visible A WCAG2.2
2.4.11 Focus Visible(Enhanced) AA WCAG2.2
1.4.4 Resize text AA WCAG2.0
1.4.12 Text Spacing AA WCAG2.1

2.Operable

2.1 Keyboard
Accessible

2.1.1 Keyboard A 6.1.1

2.1.2 No Keyboard Trap A 6.1.2
6.1.3

2.2 Enough Time 2.2.1 Timing Adjustable A 6.2.1
2.2.2 Pause, Stop, Hide A 6.2.2

2.3 Seizures and
Physical Reactions

2.3.1 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 A 6.3.1

2.4 Navigable
2.4.1 Bypass Blocks A 6.4.1
2.4.2 Page Titled A 6.4.2
2.4.4 Link Purpose(In Context) A 6.4.3

2.5 Input Modalities
2.5.1 Pointer Gestures A WCAG2.1
2.5.2 Pointer Cancellation A WCAG2.1
2.5.4 Motion Actuation A WCAG2.1

3.Understan-
dable

3.1 Readable 3.1.1 Language of Page A 7.1.1

3.2 Predictable 3.2.1 On Focus A 7.2.13.2.2 On Input A

3.3 Input Assistance 3.3.1 Error Identification A 7.4.2
3.3.2 Labels or Instructions A 7.4.1

4. Robust 4.1 Compatible 4.1.1 Parsing A 8.1.1
4.1.2 Name, Role, Value A 8.2.1

5. usability
assessment

5.1 blindness

1.4.13 Content on Hover or Focus A WCAG2.1
1.2.5 Audio Description AA WCAG2.0
1.4.5 Images of Text AA WCAG2.0
1.4.11 Non-text Contrast AA WCAG2.1

5.2 Deafness 1.2.4 Captions (Live) AA WCAG2.0
2.5.3 Label in Name A WCAG2.1

5.3 cognitive
impairment,
physically
handicapped

2.2.6 Timeouts AA WCAG2.1
2.5.1 Pointer Gestures A WCAG2.1
2.5.2 Pointer Cancellation A WCAG2.1
2.5.4 Motion Actuation A WCAG2.1
1.3.6 Identify Purpose A WCAG2.1

웹 접근성 평가항목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

해서는 평가항목 적용에 대한 논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및 절차, 사용자 웹 접근성의 의미와 분

류,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고려해야한다. QFD기법

을 적용함으로써 웹 접근성 평가 요구사항과 주요

평가특성이 연계되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체계적

으로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

특성과 사용자의 실무 역량 등을 감안하여 항목

선정과 검증 절차가 가능하도록 전개하였다.

QFD분석결과 KWCAG2.2 개정(안)으로 첫째,

평가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반영과 둘째, 모바일

특성을 반영한 모바일 평가항목 적용이며, 셋째,

장애인 사용성 평가항목 반영 등으로 나타났다.

<표 19>와 같이 현행 KWCAG2.1 4개 원칙,

12개 지침, 24개 항목과 비교하여 KWCAG2.2 개

정(안)은 5개 원칙, 17개 지침, 39개 항목으로 구

성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향후 KWCAG2.2 개

정 평가방법 적용 프로세스와 결과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개정(안)의 장․단점으로는 평가특성이

반영된 기능중심의 평가항목은 UX기획, UI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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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등의 역할 정도와 공통 기능을 알 수 있어

조치 및 개선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성

별 구성으로 접근성 기술 호환 및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의 사용자 심

사평가와 차별되는 기능요구사항과 보조기술 접근

성 사용여부가 반영된 평가가 가능하여 사용자 입

장의 접근성 불편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나 기능별, 특성별, 사용자별 평가항목 구성과

패턴이 다양해지면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며 평가

를 위한 배점배분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 평가에 있어서 최근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가이드의 개정 등이 진

행되고 있어 이를 평가항목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웹 접근성 평가 자료

를 분석하여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정의하였고, 평가 개정을 위

한 이론적 방법 프로세스로는 FGI, GT, QFD 등

을 활용하여 평가항목을 정제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개정을 위한 실무 단계인 평가항목 검토

및 선정 과정에 있어 평가방법과 일부 평가항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이 미흡하고, 평

가항목 선정과정에서 전문적인 선정 방법과 도구

가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평가항목 선정 프로세스 방법론으로 평가항목의

유사 기능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룹화 하는 그룹 테

크놀로지(Group Technology) 방법이 적용되었으

며, 평가항목과 평가특성 간의 상관관계, 평가특성

간 관계, 평가항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분석

할 수 있는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기능전개) 방법을 제안하였다.

GT 기법은 평가특성과 전문가 평가 직군별 특

성에 맞춰 평가그룹 항목을 선행 작업하여 제시함

으로써 전문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발휘 할 수 있

어 평가체계 표준화, 전문가 변별력 강화, 합의 및

선정 과정의 효율성을 가져다준다.

평가항목과 평가특성의 상관관계, 기술적 특성

관계, 평가 항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 평가항

목과 특성의 관계분석을 위해 QFD 기법이 적용

되었다. 평가항목 개발 및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

계자의 다양한 의견에 따른 요구 및 제약사항들이

나올 것이며, 평가항목 평가 단계에서 각각의 요

구사항들을 어떻게 정제해서 평가항목과 연계하고

기술 가능성과 실무자 역할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적용할지 등이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실무적

으로는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도구로 사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평가방법 프로세스와 개

정(안)을 앞으로 개정될 KWCAG2.2에 적용함으

로써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

가방법과 도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전문가 평가 및 선정에 어

려움과 장애인이 참여한 평가가 부족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의 개정(안)결과물

을 바탕으로 평가가능성을 검증하고, 추가적인으

로 전문가 의견과 장애인이 참여하여 도출된 의견

등을 반영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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