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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반응형웹에서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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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 시대와 인터넷 환경변화  

출처 : Gartner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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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마트 시대의 개발 이슈(플랫폼과 디바이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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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스마트 시대의 개발 이슈(디바이스의 크기와 해상도)  

출처 : 제조사 사이트 

 

태블릿 기종별 해상도 스마트폰 기종별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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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HTML5 & N-Screen Trend  

HTML5의 주요 특징 

• 멀티태스킹 지원 

• 서버와 독립적인 웹 어플 개발  

• 시멘틱 요소  

• 2D/3D 드로잉 지원 

• 멀티미디어 지원 

• 양방향 통신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 Web Storage 제공  

• Geolocation  

• 서버 푸시  

• Drag & Drop   

HTML5 & Cloud Computing 

• N-Screen 시대의 가속화 

• 웹 브라우저 중심의 서비스화  

HTML5 & Touch Computing 

• 마우스중심 인터페이스  시대의 종료 

• 터치 컴퓨팅 시대로 PC모니터도 터치 스크린을 기본 장착 

• 터치 컴퓨팅시대의 조건 (Swiping/Sliding/Multi 

Touch/Gesture/Voice recognition 등 UX의 대 전환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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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ulti Screen 정의 

N-Screen이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개(N개)의 다

양한 디지털 정보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컴퓨팅/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한다. N은 부정정수로 여러 개의 

디지털 단말을 접속할 수 있다는 의

미이며, 휴대폰/PC/TV 등 3개의 스

크린을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3스크린 플레이’의 확대된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3-Screen이란? 

2004년도 AT&T사의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주창한 것으로 TV, PC, 모바일을 인터넷으

로 연결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써 장

소와 기기가 달라져도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Multi-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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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반응형 웹 디자인이란?  

반응형 웹 디자인은 모바일 폰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치에 걸쳐 최적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웹 디자인 접근 방법이다.  

이미지 출처 : http://www.csschopper.co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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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바일 사용  

비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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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계신가요?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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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시각장애인에게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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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시각장애인은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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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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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모바일 접근성 왜 중요한가? 

출처 : IBM, http://www-03.ibm.com/able/dwnlds/SXSW_2012_Cragun_Keohane_IB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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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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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항목 

필
수 
사
항 

권
고 
 사
항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항목 

모바일 웹 접근성과 기존 지침의 한계점?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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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전문가 및 사용자 진단 할 시간도 인력도 없고, 

상세한 모바일 웹 접근성 가이드도 없다.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모바일 웹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을까?  

 

 

제작 과정에서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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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바일 웹 접근성 : 문제의 근원은?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인식 부족 

접근성 
지침에 대한 
지식 부족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 안지켜
도 된다는 생각 

실무자가 사용
할 수 있는  
가이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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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체크리스트 도출  

체크리스트  

모든 객체에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는가?  

7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다른 방법으로도 제공되는가?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는가?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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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n Example of Complex Table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동영상) 

 
테이블 정보 이용 

• 테이블의 구조가 복잡하면 시각장애
인은 이해하기 힘들다.  
 
• 모바일은 PC의 데이터 표와 같이 id, 
headers 속성을 이용해 머릿글과 내
용을 짝지어 제목셀과 내용셀을 구분
한 태그를 인식하여 읽어주지 않는 문
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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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n Example of Layer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동영상) 

 
레이어창 이용 

• 레이어 창으로 정보를 보여줄 경우 
시각 장애인의 가상 포커스는 해당 레
이어 콘텐츠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의 포커스가 레이어 창을 
벗어날 경우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이
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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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n Example of Skip Menu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동영상) 

 
바로가기 이용 

•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이용하므로 원
하는 콘텐츠를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
에 바로가기 메뉴가 도움이 된다.  
 
• PC 웹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태그
는 모바일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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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n Example of Tab Menu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동영상) 

 
탭메뉴 이용 

• 모바일에서 터치로 Tab1-> Tab2 -> 
Tab3를 이동할 경우 상단 탭메뉴를 
전부 확인 후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
므로 탭메뉴와 해당 탭메뉴의 콘텐츠 
간의 제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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