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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 By Tim Berners-Lee(웹 창안자)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기존에 나오던 음악가, 스포츠 분야 공헌자, 정
치인 등이 아닌 IT 분야의 인물이 한 명 나타났다. 바로 영국에서 태어나 웹을 창
안한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이다. 그가 등장할 때 그가 웹을 창
안하며 생각했던 핵심 고려사항인 “모두를 위한 것(This is for Everyone)”이라는
짧은 문구가 올림픽 개회식 경기장을 비추었다. 이를 통해 웹이라는 기술의 의미,
즉 모든 이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기술이라는 의미를 전 세계인이 함께 생
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4년은 웹 탄생 25주년, 한국에 웹이 도입된 지 20년이 된 해이다1). 이러한 짧
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웹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크게
변화(Internet change everything)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웹 창안자가 생각
한 것과는 다르게 웹을 잘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간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정치적 불평등 구조와 사회통
합 저해,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 사회문화적 정보격차와 세대 간 갈등의 문
제를 발생시켜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손
연기, 2005; 최두진 & 김지희, 2004; 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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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객을 배려하지 않은 웹 개발, 즉 웹 접근성 준
수 미비로 인해 웹 사이트에 접근(access)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
인 웹 접근 격차의 심각성을 그 동안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인식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김석일 외 3인, 2011; 이성일, 2005; 현준호 &
최두진, 2003). 인터넷 공간에서의 장애인의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 제고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웹을 개발할 때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표
준을 준수해야 한다(Henry, 2007; 현준호 & 김석일, 2006).

이러한 웹 접근성 표준 준수는 이제 장애인 인구 증가와 웹2.0 시대 도래에 따라
일상생활 측면과 더불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고령화, 출산율 저하, 다양한 분쟁, 환경파괴 등으로 장애인구 비율이 크게 증
가하고 있는데, UN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약 10억명)가 장애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UN Enable, 2014). 비즈니스 측면에서 장애인은 이제 놓칠 수 없는
큰

시장이

되고

있다(Chisholm

&

May,

2008;

Moulton

et

al.,

2002;

Vanderheiden, 2000).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화 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미
국(공공

2001년, 민간

2010년)2),

영국(공공 및

민간

2004년)3),

우리나라(공공

2009년, 민간 2013년)4) 등 선진 각국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 준수를 법적으로 의
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짐 대처 외 9인, 2011; 김종명, 2011; ITU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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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
는 매우 낮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100점 만점)에 따르면, 청와대 등 중앙 정부기관의 경우 2005년 72.3점에서
2013년에는 92.4점으로 대폭 상승된 반면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기업
100개의 경우 아직도 78.5점에 머무르고 있어 이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a).

인구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에 따라 웹 접근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
하고, 웹 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웹 사이트
에 대한 웹 접근성의 사후 평가 및 방법론 개발에 치중해 왔다. 그리고 공공 부문
과 비교하여 민간 부문의 준수 여부 연구가 부족하며, 국가 간 웹 접근성 준수 여
부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실태 파악 및 국가 간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에 관한 비교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인식 된다.

또한 IT 관련 표준 준수에 미치는 요인 분석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

. 특히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조직적 역

량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인포메이션 시스템 문헌에서는 거의 다루
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사용자 요구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룩된 소중한 웹 접근성 표준은 결국 웹 개발자의
노력, 관심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비로소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웹 개발자들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인구 증가,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여 웹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업들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새로운 고객 창출 및 접근성
고려를 통한 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웹 접근성
제고 활동으로 상생(win-win)의 웹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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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In a fair society, all individuals would have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or benefit from, the use of computer resources regardless of race, sex,
religion, age, disability, national origin or other such similar factors.
-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Code of Ethics5)

본 연구의 목적은 웹 개발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한다. 웹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미국, 영
국의 대표적인 공공 및 민간기업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와 더불어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늘어나는 인구통계학
요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웹 개발자들이 “왜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
자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2가지 연구과제(research question)를 설정하였다.

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는 얼마나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 접근성 지침 중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② 웹 개발자가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개발의 준수 태도와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개인 및 조직의 특성에 따라 웹 접근성 태도 및 준수 의도가 달라지는가?
- 웹 접근성 표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선도 기업(NHN, 다음카카오)들은 어
떠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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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연구과제인 주요 3개국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 현황과 웹 개발자의 웹
접근성 준수 태도 및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웹 접근성
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접근성 제고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국민이 웹의 혜택을 동등
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연구의 두 가지 연
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론적 접근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연구된 관련 분야의 논문, 학술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정립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국내의 웹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기법을 이용하여 연구한다. 또한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선도기업인 NHN, 다음카카오의 사례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과제인, 웹 콘텐츠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웹 콘텐츠 접근성 준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
해 미국, 영국, 대한민국 450개 사이트(공공 150개(국가별 50개), 민간 300개(국
가별 10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다(<첨부 1> 참조). 콘텐츠 접근성 평가기준은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ICS.OT-10.0003/R1, 2010년 12
월 31일)”의 13개 지침 22개 검사 항목 중 자동평가가 가능한 5개 항목(대체 텍스
트 제공, 스킵 네비게이션 제공, 페이지 타이틀 제공, 언어표시 제공, 서식에 레이블
제공)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도구로는 오픈소스로 개발된 PAJET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자동평가 도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공공/민간기업별
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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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과제인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게 만드는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해 기존 문헌 등을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국내의 웹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을 실시(Google docs)한다(<첨부 2> 참조). 본 설문은 한국 웹
접근성 그룹, 네이버 하코사 등 웹 개발자 관련 주요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설문
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웹 관련 대표기업인 NHN, 다음카카오의 웹 접근성
제고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할 것이다.

설문 응답을 토대로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개발 준수 태도 및 준수 의도에
미치는 개인과 조직 역량의 영향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
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가설 검정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한다.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이용하여 전체 모델의 검정을 진행한다.

본 논문은 총 7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크게는 3개 부문이다. 첫째 서론 부문은 제
1 장, 제 2 장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기존 연구를 정리하였다. 둘째 본론 부
문은 제 3 장에서 제 5 장으로 연구 과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
문은 제 6 장, 제 7 장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론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세
부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에 대해 서
술하였다. 제 2 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웹 접근성의 개념 및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
계획된 행동이론, 혁신 확산이론, IT 태도이론, 웹 접근성 촉진 및 저해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3 장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 및 민간기업 웹 사이트의 웹 접
근성 준수 현황을 평가하였다. 제 4 장은 연구의 설계 및 연구방법으로서 연구모형
의 설계와 가설을 설정하고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5 장은
실증 분석으로 설문구성과 측정방법, 표본의 수집, 통계적 분석방법, 표본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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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가설검정 등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6 장은 토의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의 함의를 살펴본다. 제 7 장은 결론
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언과 향후 과제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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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1. 장애인의 인터넷 애로점 및 이용 현황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웹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왜냐하면 웹 사이트의 정보 제공자(정부, 공공, 민간기업, 개인 등)가 웹
페이지 제작 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 보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동적이고
화려한 화면 구성과 새로운 웹 관련 기술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웹 콘텐츠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에 빗대어 온라인상에서의 부실
공사라 지적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03. 9. 2). 즉 교량 및 건물 공사에 있어서 반
드시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이 있듯이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원칙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등은 비장애인과 달리 웹 정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제공자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

인

웹 콘텐츠

웹페이지
제작자
업체
개인
동적이고
화려하며
손쉽게
새로운
기술
적용

정보통신기기

웹

사용자

비장애인

페
이

장애인

보
조

지

접근성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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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저소득

기

장애인
보급 미비

가 없거나 교육기회 부족

장애인 사용자는 비장애인 사용자와 달리 경제적인 이유로 PC가 없거나, 교육 여
건이 취약하거나, 웹을 이용할 때 필수적인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6)이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PC를 보유하고 웹 교육 기회가 있으며 자신에 적합한 보조공
학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비장애인과 달리 웹 접근성을 준수
하지 못한 웹 콘텐츠로 인해 웹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그림 2 > 참조).

2013년 말 국내 등록 장애인은 총 인구의 4.9%(2백 5십만명)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만 7세∼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6.7%
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82.1%
보다 25.4%p 낮은 수준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전체국민과 장애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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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2012년과 비교하면 2013년에는 장애인과 전
체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22.9%p에서 25.4%p로 2.5%p나 증가하였다. 장애
인의 인터넷 이용률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60.4%, 뇌병변 장애
인은 44.3%, 시각장애인은 49.4%,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53.8%가 인터넷을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b).

2. 웹 접근성의 정의 및 준수 필요성

접근성은 이를 정의하는 학자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접근성 개념의 다양성 보다는 이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욱 문제이다. 즉,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비록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
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품과 서비
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현준호 & 김석일, 2006).

리모콘, 전화, 자동문, 경사로(ramp)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 개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Cerf, 2012; 진상기 & 현준호, 2011; 노
석준, 2009; 이성일, 2005; Vanderheid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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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웹 접근성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이하 W3C)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s, 이하 WAI)가
웹 접근성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학자들이 웹 접근성을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W3C WAI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과 관련된 구성요소(Components)는 <그림 3>와 같이 콘텐츠, 개발자,
사용자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크게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개발자가 콘텐츠
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도구, 평가도구가 필요하며, 개발된 콘텐츠를 사용자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 사용자 에이전트(브라우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즉,
웹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이 제각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어
야만 한다는 것이다. 각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3C WAI,
2014b; 현준호 & 김석일, 2006; Chisholm & Hen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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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content) :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구
조나 표현을 위한 마크업 또는 코드(웹 상의 콘텐츠는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제공되어야 함)
2)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 : 웹 상의 콘
텐츠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브라우저 등 사용자 에이
전트 자체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3)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ies) : 장애인, 노인 등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대체 키보드, 스위치,
스캐닝 소프트웨어, 화면확대 프로그램 등
4) 사용자(users) : 웹을 이용하는 사람(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동등
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5) 개발자(developers) : 디자이너, 코더(coder), 저작자 등(웹 개발자들이 접근성
을 고려하여 콘텐츠 및 기술을 개발해야 함)
6) 저작도구(authoring tools) :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웹을 저
작하는 나모, 드림위버 등 저작도구 자체가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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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도구(evaluation tools) :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HTML

Validators,

CSS

Validators,

Bobby,

KADO-WAH,

A-Prompt,

AccVerify, WAVE, ACCVerify, PAJET 등)

웹 접근성이 준수됨에 따라 얻게 되는 장점으로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 준수, 장애
인 및 고령자 등의 이용자 확대 등 총 7가지를 제시한다(W3C, 2014c; Moreno &
Martinez, 2013; Richards et al., 2012; 짐 대처 외 10명, 2011; Chishholm &
May, 2008; 현준호 &

김석일, 2006; Clark, 2003; Romano, 2003; Slatin

&

Rush, 2003; 현준호 & 최두진, 2003; Paciello, 2000).

첫째는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이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
가에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과 제도상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이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 이해당사자들에
게 소송을 받을 수도 있다(W3C WAI, 2014e; 김종명, 2011).

둘째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웹 접근
성이 확보되면 웹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되며, 이는
결국 대상 고객 및 이용 환경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키는 결과9)를 얻게 된다는 것이
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웹 접근성에 대한 보장으로 고객들의 웹 사이트 이용
을 제한하는 장애 요인들이 제거됨으로써 웹 사이트를 통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교육 등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
다. Shneiderman(2000)은 ICT에서의 사용자의 다양성(diversity)을 잘 분류하여 제
시하였는데, 아래 <그림 3>의 다양한 사용자 중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과
장애환경에서의 문제, 초보자들의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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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기기 개발 등 이용 상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확보된 웹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뿐만 아
니라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기기 개발 등에서 별다른 변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BM 접근성 팀에서 SXSW 2012 행사에서 발표한 아래 <그림 5>와 같
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비장애인들도 조그마한 화면, 한손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 도서관 같이 조용하거나 또는 공항처럼 시끄러운 환경 등의 일시적인 장
애환경에서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ragun & Keoha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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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디자인 및 설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웹 접근성 수준을
향상시키면 웹 사이트의 디자인 및 작업 설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색인 과정에도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등의 검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이트 개편, 다국어 버전 제작시에도 편리하며, 다른 언어 버전으로 사이트
를 추가 제작할 때에도 편의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Moreno & Martinez,
2013).

다섯째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접근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접근성을 준수하고 나면 사이트
제작 총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웹 페이지
제작 불필요, 장애인 대상의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 감소, 다국어 사이트 추가시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등의 금전적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Tom Brinck, 2005).

여섯째로 홍보 효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웹 접근성을 준수
한다고 알려지게 되면 사이트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나 기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le)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웹 접근성 준수는 기업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웹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회적
인 공헌 활동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웹 사이트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적극
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현준호 & 김병초, 2008).

마지막은 균등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등 모
든 사용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에게 교육, 업무, 여가,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손연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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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접근성 표준

웹 접근성 주요 표준으로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 표준과 미국 재활법 508조
(Section 508) 표준, 우리나라의 표준 등이 있다(Vanderheiden, 2009). 미국, 우리
나라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 표준을 준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3C, 미국,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표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W3C WAI 표준화 활동

W3C는 1994년 10월 설립되어 HTML, CSS 등 웹 관련 주요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W3C에서는 웹 접근성을 중요한 한 분야로 설정하고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W3C에서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1997년에 웹 접근성 이니
셔티브(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를 설립하여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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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고 있다. WAI에는 웹 접근성 표준 제정 및 확산을 위해 세부 워킹그룹을 구
성10)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W3C WAI, 2014a; 김석일 외 3명,
2011).

본 논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웹 접근성 표준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W3C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이하 WCAG) 2.0이다. WCAG 2.0
은 1999년 5월에 제정된 W3C WCAG 1.0을 보다 다양한 기술 환경과 보다 명확하
게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WCAG 2.0은 크게 4가지
원칙(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12개 가이드라인, 65
개 성공기준(success criteria)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웹 접근성 표준화 활동

미국은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해 왔다. 1996년 개정된 미
국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 255조, 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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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y Act) 등을 통해 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
히 1998년 개정된 미국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에서
는 전자 및 정보기술을 개발, 보급, 유지보수 및 사용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활법 508조는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만 의무로 되었지만, 이 법을 차용하여 미
국의 대부분 주 정부들이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ICT 조달의 가장 모
범 사례가 되는 법률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많은 국가에서 재활법 508조 표
준을 기반으로 자국의 실정에 맞는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정보통신 제품의 강력한 구매 기관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Adobe, SAP, Oracle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접근성을 고
려하여 개선하도록 만든 중요한 법이다(짐 대처 외 9인, 2011; 김석일 외 3인,
2011, 김종명, 2011; ITU et al., 2010; Muller, 2003).

재활법 508조의 기술 표준11)은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크게 6가지 분야인,
S/W(12개 조항), 웹(16개 조항), 전기통신제품(11개 조항),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제품(5개 조항), 전자제품(10개 조항), 컴퓨터(4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 관련 기준은 §1194.22 ‘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으로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 참조).

2006년 3월 미국 접근성 위원회(Access Board)는 웹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재활법 508조의 세부 기술표준에 대한 개선을 밝히고, 이를 추진 중에 있
으나 2014년 현재까지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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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표준화 활동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이 비장애인, 젊은이 등과 동등하게 정보통신 제품
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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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2년 5월에 창립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
장 손연기)’으로, 학계, 산업계, 장애인단체, 연구계, 언론계 등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 웹, 금융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 휴대폰 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현준호, 2011b).

우리나라의 접근성과 관련된 표준은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과 한국정
보문화진흥원(현)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개발하였다. 웹 접근성과 관련
된 현행 표준은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단체표준인 “한국
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 “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0”, “장
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등이 있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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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 W3C WAI가 제정한 WCAG 1.0 표준과 미국 재활법 508조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보조공학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2005년에 4개 원칙 14개 지
침으로 구성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였다. 이후 국제 표준이
2008년 WCAG 2.0으로 개정되었으며, Ajax12), Flex, Silverlight 등 웹 개발 신기
술이 등장하여 국내의 웹 접근성 국가표준도 2010년에 개정(한국형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2.0)하였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4개 원칙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전의 버전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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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

1. 웹 접근성 평가 방법

웹 접근성 평가 방법은 크게 자동 평가, 수동 평가, 사용자 평가라는 3가지로 구분
되며, 주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Kamoun & Almourad 2014; 현준호 & 김석일,
2006). 첫째, 자동 평가(automatic test)는 해당 웹 페이지의 소스를 분석하여 접근
성 표준에 부합되게 웹 페이지를 개발하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비용-효
과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에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자동 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다만, 웹 사이트의 모든 접근성 문제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평
가 도구는 크게 별도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브라우저의 부가 기능으
로 탑재할 수 있는 툴 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김석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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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동 평가(manual test)는 평가 대상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스 등을 하나
씩 전부 점검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웹 접근성 평가를 위해서는 자동평가와 더불어
수동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동 평가를 위해서는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웹 접근성 관련 전문성이 높은 평가자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Pribeanu et al., 2014; 현준호 & 김석일, 2006). 자동 평가와 달리 수동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웹 접근성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평가할 경우
평가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유로 2005년부터 실시한 미래창조과학
부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도 해당 웹 사이트별로 주요 5∼
7개 페이지만을 웹 접근성 전문가들이 평가하였다.

셋째로 사용자 평가(user test)는 장애인 사용자가 해당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평가 방법과 달리 사용자 입장에서 수
행한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수동 평가와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
자의 인터넷 이용 경험, 보조기기 활용 숙련정도 등에 따라 평가 결과의 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평가자를 잘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주요 웹 접근성 평가 연구

웹 접근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
어져 왔으며, 자동평가를 활용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국가별로 웹 접근성 준수 현황을 비교한 연구(Hanson
& Richards, 2013; 현준호 & 김석일, 2006)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본 논문과 가장 연관이 높은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a)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현준호 & 김석일(2006) 연구, 영국 장애인 권리
위원회(2004)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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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웹 접근성 인식제고 및 준수 유도를 위해 2005년부터 정부에서는 웹 접근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평가에서는 해당 웹 사이트별로 7개 페이지를 선정하
여,「한국형 인터넷

웹 콘텐츠 지침 2.0」22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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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유형 중 민간법인(100개, 78.5
점), 복지시설(32개, 67.9점), 방송·언론(12개, 67.6점)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22개 조사항목 중, ‘깜빡이는 콘텐츠 사용 제한(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사
용하지 않아야 함)’이 가장 높게(준수율 100.0%) 나타났으며, ‘온라인 서식 레이블
제공(온라인 서식의 <label> 또는 title 속성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함)’이 준수율
이 가장 낮은(준수율 49.4%)것으로 나타났다.

현준호

김석일

연구

현준호 & 김석일(2006)은 국내외 주요 행정기관 간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공공부문 웹 접근성 준수를 강제화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2006년 당시 법적 강제성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웹
사이트와 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웹 사이트를 비교하여 강제화가
웹 접근성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3개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높은 전자정부 사이트,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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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행정, 사법, 입법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15개 기관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주요한
도시인 서울시, 캘리포니아주, 런던시를 선정하였다.

웹 접근성 평가 항목 중 주요 4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4개
항목은 대체 텍스트 제공, 프레임 사용 제한, 키보드 사용 보장, 논리적 구성이며,
지침에 대한 자세한 평가 방법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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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국 장애인 인권위원회 평가

2004년 4월 영국 장애인 인권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는 시티 대학
(City University)에 위탁하여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웹 사이트 1,000개를 대상
으로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전자상거
래, 포털, 엔터테인먼트 및 레저 등 광범위한 분야의 홈페이지가 분석되었다
(Disability Right Commission, 2004).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영국의 홈페이지 1,000개 중 무려 808개(81%)
사이트가 국제 표준화 지침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1.0(WCAG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의 중요도 1을 준
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19%의 웹 사이트만이 접근성을 준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애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Focus Group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접근성이 낮은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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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성이 낮을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이 접근성이 높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와 접근성이 낮은 사이트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려 4.8배 정도의 시간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웹 사이트 운영자의 인식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
기업의 인식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인식, 접근성 정책 수립, 테
스트 수행, 향후 계획 등 모든 부문에서 대기업이 접근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3개 연구와 더불어 주요한 웹 접근성 평가 관련 연구는 다음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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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신념, 태도, 행위의도,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계획된 행동이론(TPB)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기존에 있던 합리
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이하 TRA)이 확장된 것으로
Fishbein과 Ajzen에 의해 제안된 이론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여러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현재까지 그 타당성과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최근에는 정보기
술 수용과 관련된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남수태 외 4인, 2013; 손영곤 &
이병관, 2012; 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행동의도란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노
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가리킨다.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개인의 태도란 어떤 행동에 대해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주관적 규범은 개인에게
중요한 인물들이 그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을 미쳐 개인이 이
에 동조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 셋째,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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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은 합리적 행위이론(TRA)을 발전시킨 모델인 계획된 행동이론(TPB)에서
등장한 것으로, 개인이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수준을 말
한다. 즉,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개인들의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및 방해요소로 작용되는 요인들에 대한 개인들의 지각을 말한다(임혜미 & 김형길,
2014; 손영곤 & 이병관, 2012; Ajzen, 1991).

남수태 외 4인(2013)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계획된 행동이론의 인과관
계를 설정한 총 31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도(attitude)가 행위 의도(behavior intention)에 미치는 상관계수(설명
력)가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Nahon et al.(2008)은 TPB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
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기존 문헌을 토대로 도출하였다. 웹 접근성 준수 태도와
준수 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인식, 개인의 가치 및
values/norms),

인지된

비용,

내적

동기요인,

이미지,

외적

규범(individual

동기요인,

거리감

(context detachment), 책임 이전(responsibility shifting), 유지 비용, 학습 비용,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을 도출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으로 커뮤니티, 사회적, 법
률을 도출하였다.

Nahon et al.(2012)은 2008년에 실시한 연구(Nahon et al., 2008)를 발전시켜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웹 접근성을
고려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용, 내적 동기요인, 외적 동기요인,
가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법률, 커뮤니티 등의 외재적 요인들을 설정하여, 외재적
요인과 태도가 웹 접근성을 개발하는 준수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417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은 결과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에 내적 동기요인, 개인의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과 외적
동기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커뮤니티 맥락과 법적 맥락이 웹 접근성 준수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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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y & Salam(2010)은 의료 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법률 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TPB 이론을 바탕으로 의료 보험 정보보호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는 개인 성향, 정부의 규제 법률, 조직의 역량을 설정하였다.
믿음으로는 개인의 믿음, 인지된 적절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편의성을 설
정하였다. 이러한 외부요인과 믿음이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가
의료정보 보호 준수의도에 영향을 미쳐, 준수하는 행동을 만든다는 것이다. 의료정
보에 대한 개인적인 준수 성향이 낮을 경우 법적 준수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정보보호 준수에 대한 개인들의 성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그림 10> 참조).

Bulgurcu et al.(2010)은 TPB와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기
반으로 정보보호 정책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믿음들이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준수 태도가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설정
하였다. 464명의 실증분석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준수에 따른 효익, 미준
수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준수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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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혁신 확산 이론(DOI: Diffusion of Innovation)

혁신 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Rogers의 확산에 관한 모델이다. Rogers(2003)
는 혁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인이 초기에 혁신의 지식을 지각하여 혁신에 대한 태
도가 형성되고, 채택 또는 거부를 결정하여, 다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현하고, 마
지막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았다.

Rogers는 혁신 채택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지된 혁신 속성, 혁신
의사결정의 유형, 커뮤니케이션 채널, 사회시스템의 특징, 변화대리인의 촉진노력의
정도를 제시하였다(<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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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 Zmud(1987)는 확산의 개념을 IT에 최초로 접목하였다. 정보시스템 구
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체계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구현 연구,
조직변화, 조직혁신, 기술 확산 등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보시스템 구
현과정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IT 도입부터 확산 과정을 ‘시작(initiation) → 채
택(IT adoption) → 적용(IS adaptation) → 수용(IS acceptance) → 사용(IS use
& satisfaction) → 확산(IT diffusion)’이라는 여섯 단계 모델로 만들었다(<그림
12> 참조). 왜냐하면 이 모델은 미시적 시각의 실행과 거시적 실행을 하나의 모델
로 연관 지어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이다(권태형, 2012).

IT 경영과 혁신 확산을 연계한 통합모델이 폭 넓게 수용됨에 따라, IT 분야엔 채
택 의사결정연구가, 혁신 분야에는 평가 측정연구(assimilation, infusion)가 방송,
통신, 정보 테크놀로지의 빠른 발전과 함께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 모델과 관련된
타 분야의 모델들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권태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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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확산 즉, 보편화와 고도화가 성공이라고 보았을 때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IT 성숙도(maturity)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으면 IT 혁신
과 확산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IT 성숙도는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IT 활용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란 공식/비공식 또는 대중매체/
대인매체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식정보가 잘 흘러 들
어올 때 IT 활용이 확산됨을 의미한다(권태형, 2012).

Hoover(2003)는 IT 전문가들이 장애인 고객을 고려하여 접근성 기능의 채택 및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접근성 기능이라는 혁신을
도입하는 사람(adopter)과 도입하지 않는 사람(non-adopter)을 설정하고, 이러한 접
근성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 정도, 조직적 성격, 혁신 특성이라는 3가지 독립변
수 군으로 분석하였다. 교육 정도, 능력(혁신 실행에 대한 조직의 능력), 가치(혁신과
관련된 조직의 믿음과 태도), 관찰가능성(혁신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정도)이라는 4가지 변수가 접근성 혁신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gel et al.(2014)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확산이론을 통합하여 혁신 채택-행위
(innovation adoption-behavior)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관련된 기
존 58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태도, 일치성, 상대적 이점, 지각된 행동 통제,
관찰가능성, 주관적 신념, 시도가능성이 혁신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복잡성은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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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IT 태도이론(attitude theory)
태도(attitude) 연구는 오랫동안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에서 폭넓게 다루어져
왔으며,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과 선호하는 정도로서 관련된 행동
을 실행하기에 앞선 행동 의도를 만들어 낸다. 개인적 태도는 자신의 준거 틀
(reference frame)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준거 틀이란 개인이 가지는 과거 경험, 지
식과 기술 그리고 교육 훈련에 따라 만들어 진다. 태도는 또한 조직의 경우 소속
조직의 문화와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권태형, 2014).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태도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시스템 특성, 사용자
특성, 업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업무를 실행하기 전 심리적인 의도의 정도
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도에 따라 사용의 정도와 빈도가 결정된다. IT를 구입
(도입)하는 것이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보다 사용 혹은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이 경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용
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바로 태도이다(권태형, 2012).

이러한 태도에 기반하여 IT 성공을 위해서는 행동 의도와 사용이 필요하다. 합리
적 행위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의지적 통제하에 놓여 있
으므로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손영곤 & 이병관, 2012). 이에
행동 의도가 사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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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웹 접근성 촉진 및 저해요인

1. 국내외 접근성 법·제도 동향

국내외 정보통신 접근성 법‧제도 동향 관련 자료는 주로 문헌과 웹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W3C, 2014e; 김석일 외 3인, 2011; 김종명, 2011; ITU et al.,
2010; Kemppainen et al., 2009; 현준호 & 최두진, 2003). 국가차원의 정보통신
접근성 법‧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는 미국, 영국, 우리나라이다.

1.1 미국의 접근성 법·제도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마
련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법률은「미국 장애인 법(ADA:
American

with

Rehabilitation

Disability

Act)」와

Act)」,

미국

「미국

「21세기

재활법

통신

및

508조(Section
비디오

508

of

the

접근성 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이다.
1) 미국 장애인 법

미국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90년
에 「미국 장애인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건물, 교통, 고용, 의
료, 교육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없애고자 홍보, 가이드라인 및 기
술 표준 제정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 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미국 법무부는 미국 장애인 법 포털 사이트13)를 운영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장애인 법과 관련된 고용,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분야별 정책과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무부에서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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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표준을 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신
의 표준은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14)으로 여기에는 금융자
동화기기, 전화 통신, 화재 경보 등 재난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2) 미국 재활법 508조

미국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는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된 것으로, 2001년 6월부터 강제력
이 발생되어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재활법 508조는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 관련 정부 조달 법(procurement law)이라고도 불린다.

재활법 508조의 주요골자는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 되지 않는 한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개발, 구매, 유지 또는 사용하는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ies)에 대해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만약 연방정부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 수단
(alternative means)을 제공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클린저-코헨(the
Clinger-Cohen Act)」이라는 연방 법률에 적용되는 군사 또는 첩보 체계에 사용되
는 국가 보안시스템은 508조 준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동 법의 실질적인 적용
을 위해 접근성 위원회(Access Board)15)에서는 2000년 12월에 세부적인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 지침은 크게 일반사항, 기술표준, 기능 평가기준, 정보․문서 및 지
원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Mueller, 2003).

미국

연방정부는

「재활법

508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http://www.section508.gov/)를 운영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방정부 구매
정보, 법률, 교육훈련, 포럼, 이벤트 등 접근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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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활법 508조 기술 표준은 2001년에 제정된 이후로 새롭게 개정이 되지 않
은 상태이다. 2001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 반영을 위해 미국 접근성 위원회(Access board)를 중심으로 새로운 표준을 개
발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제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인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비록 재활
법 508조가 미국 연방정부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법률이기는 하나, 미국의 국가적
입지와 무역통상의 관례로 볼 때, 범세계적인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해서 미국 재활법 508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김석일
외 3인, 2011).

3) 미국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2007년에 제정된 국내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달리 미국 장애인 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은 1990년도에 제정된 탓에,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
해 명확한 준수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휴대폰 등 주요 정보통
신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 장애인 법의 차별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석일 외 3인, 2011).

이런 혼란을 줄이고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 웹 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을 없
애고자 미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지난 2010년은 미국 장애인 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국 장애인 법에 웹 접근성이 포함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도 이뤄졌다. 특히 2010년 10월 8일에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법으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이하
21세기 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관련되
는

접근성

기술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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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법은

크게

‘통신

접

근’(communication

access)과

‘비디오

프로그래밍

접근’(video

programming

access) 2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준호, 2011a; 김석일 외 3인, 2011).

1.2 영국의 접근성 법·제도

영국은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
t)」을 통해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 하는 것,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조건을 요구
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9년 말 영국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e-Envoy에서는 영국 정부의 웹 사이트 접
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영국은 W3C WCAG 1.0 기
준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장애인이 인터넷 상의 상품, 편의시설 그리
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이나 또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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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 10월부터는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서비스 제공시에는
접근성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김석일 외 3인, 2011).

법·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영국의 시각장애인 기관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See it Right)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W3C의 WCAG 1.0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특히 중요도 1,
2를 근간으로 하여 See it Right의 체크포인트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웹 접근성 표
준에 부합되면 1년간 “See it Right Accessible” 인증 마크를 해당 웹 사이트에 등
록 가능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RNIB에서 자체 운영하는 접근성 우수 홈페이지의
리스트에도 등록시켜 준다(현준호 & 최두진, 2003).

1.3 우리나라의 접근성 법·제도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등이 웹 접근성을 준수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 제품
과 서비스 제공자 및 개발자들이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2011년 9월에는 정
부 주도로 세계 최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
정하였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대상기관의 중
요성 및 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
였다. 2009년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필두로,
2010년에는 공공도서관 등에 의무화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입원 30인 이상의 일
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의무화가 되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하는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에도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
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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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마련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접근성 표준화, 웹 접근
성 실태조사,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한국정
보화진흥원, 2014).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에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학계, 기업, 장애인 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을 창립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 실태 파악 등 웹 접

근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
관 등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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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관련 산업의 시장 활성화 및 수입 제품
대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2013년까지 총
33종의 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장애로 인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화면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를 2013년까지 총 41,791대 보급하였다.

웹 접근성 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문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 매년 장애인 당사자, 웹 접근성 전문가로 구성된 웹 접근
성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웹 접근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연구소16)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웹 접근성 인식제고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웹 접근성 품
질마크’ 제도를 운영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총 33회의 품질마크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총 1,390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다.

2005년부터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 지역순회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2008년에는 민간개발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2013년 말까
지 총 1만 8,763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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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개발자의 접근성 인식 현황

국내 웹 접근성 관련 전담기관이었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현)한국정보화진흥원)은
웹 접근성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내 웹 개발자들을 대
상으로 웹 접근성 인식현황 조사를 3회(2003년, 2006년, 2008년) 실시하였다(한국
정보문화진흥원, 2009). 2003년에 웹 접근성에 대한 웹 개발자의 인식이 26.0%에
머물렀지만,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개발자의 87.6%가 웹 접근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bAIM(2014)은 전 세계 웹 접근성 관련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관련 조
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응답자는 900명이었다. 웹 접근성을 미준수하는
이유로는 1) 접근성 지식 또는 기술 부족(36.6%), 2) 웹 접근성 인식 부족
(36.2%), 3) 예산 등의 지원 부족(13.9%), 4) 접근성 준수에 따른 심미적 요소,
기능 등을 저해(1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 준수 동기요인으로는 1) 윤
리적 동기(82.1%), 2) 가이드라인/모범사례 준수(14.8%), 3) 법 규정 준수(1.6%),
4) 소송 등의 우려(0.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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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개발자의 접근성 촉진 및 저해요인

웹 개발자가 접근성을 준수하게 만드는 동기요인으로는 접근성에 대한 인식, 접근성
효익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인식, 사회공헌, 조직의 지원(시간, 인원, 예산 배분
등) 등이 나타났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1>, <표 22> 참조).

Hong et al.(2014)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웹 접근성 저해요인을 파악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웹 접근성 전문가 30명(포털, 에이전시, 기업 각 1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12년 2월까지 총 3라운드 델파이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저해요인은 7가지(① 홍보 및 인식부족, ② 경영층(관리자)의 관심 부족, ③
정부의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 부족, ④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
재, ⑤ 접근성 관련 전문 인력 부족, ⑥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관념, ⑦ 단
순한 디자인의 사이트가 구축될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로 나타났다.

Loiacono & Djamasbi(2013)는 민간 기업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충분한 인력, 사용성 및 접근성 테스트, 접근성 관련
법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관련 법률 인식 정도는 접근성 표
준 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으로 주기적인 접근성 테스트 실시, 개발자에 대한 접근성 교육 강화 및 당근(세금
감면 등)과 채찍(벌금 등) 정책 추진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Pribeanu et al.(2014)은 루마니아 지방 정부 웹 사이트(3개)의 접근성 준수여부
를 평가하였는데, 대체 텍스트 미제공 오류가 42.91%로 나타나는 등 접근성이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
하였는데, PDF 문서, Word 문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
며, 회원가입 등에 사용되는 CAPTCHA17)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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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Olalere & Lazar(2011)은 미국 연방정부 1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
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를

병행하였으며,

자동평가도구는

ATRC A-Checker와 Deque World Space라는 2개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100개 연
방정부 웹 사이트 중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를 모두 만족하는 사이트는 4개로 나타났
다. 또한 접근성 정책(accessibility policy statement)을 수립한 기관은 58개로 나
타났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관의 특성상 웹 접
근성 담당자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접근성 교육 확대와 기관 특성을 고
려한 접근성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Yu(2002)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대학 108개를 대상으로 자동평가도구인 Bobby
3.2를 활용하여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대학 웹 사이트는
38.9%, 대학도서관 웹 사이트는 36.1%,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20.4%, 장애학생
프로그램 및 서비스 웹 사이트는 39.8%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문헌과
연구를 통해 인식제고, 정책 및 가이드라인 제정, 지속적인 자체 평가실시, 장애인
커뮤니티와의 협력, 양질의 접근성 평가 도구 개발·보급을 대안을 제시하였다.

Sullivan & Matson(2000)은 이용이 많은 웹 사이트 50개를 대상으로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LIFT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한 웹 사이트 접근성 평
가 결과, 82%(41개) 사이트가 하나 이상의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MS NBC, CD Now 등 총 42%(21개) 사이트는 접근성에 많은 문제를 가
지고 있어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용성과 접근성 평
가결과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두 요인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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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

제 1 절 평가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의 공공 및 민간기업 웹 사이트를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대한민
국 450개 사이트(국가별 공공 50개, 민간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표준
중 자동 평가(automatic test)가 가능한 5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자세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

웹 접근성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법률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2006년에 3개국 정부 사이트를 대상
으로 실시한 기존 연구(현준호 & 김석일, 2006)와의 시계열적 접근성 준수 변화
의미 파악이 가능하며 연구자가 분석이 가능한 언어(한국어, 영어)를 고려하여 우
리나라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최고 기관인 청와대, 백악관, 총리실을 웹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주요 조직을 포함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공식 웹 사이트(U.S.
government's official web portal, http://www.usa.gov)를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정
부

공식

웹

사이트(GOV.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를

참

조하여 최종 대상 기관을 각 국가별로 50개씩 선정하였다(<첨부 1> 참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대표 기업의 접근성 준수 현황을 비
- 50 -

교 파악하기 위해 해당국의 주식거래소 대표 인덱스 지수에 포함된 기업을 선정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KRX100(Korea Exchange 100 Index)18)을,
미국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표지수인 NYSE100(New York Stock Exchange 100
Index)을,

영국의

경우에는

런던

증권거래소의

대표지수인

FTSE100(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100 Index)을 선정하였다. 3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민
간기업 각 100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국내 KRX1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과 “한국
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의 경우 기업별로 별도의 웹 사이트가 없어 하나로 통합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에 국내 기업 분석에 활용한 KRX100의 100개 기업 중
최종 평가에 활용한 웹 사이트는 98개이다. 영국 FTSE100 지수에 포함된 주식 종
목은 총 101개로, 이 중 “Royal dutch shell a”, “Royal dutch shell b”를 하나로 통
합하여 총 100개 기업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 448개 웹 사이트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2014년 7월 14
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 동안 파악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2.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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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W3C에서 2008년 12월에 제정한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과 미국 재활법 508
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표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내의 “한
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ICS.OT-10.0003/R1, 2010년 12월 31일)”을 평
가기준으로 활용한다.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의 13개 지침 22개 항목을 해
당 웹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대상으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웹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대상으로 22개 항목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Pribeanu et al., 2014; Hanson & Richards, 2013;
현준호 & 김병초, 2008; Disability Right Commission, 2004).

예를 들어, 웹 접근성 지침 중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대
체 텍스트(alternative text) 제공”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하여 해당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
고 있는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업과 정부 사이
트의 경우, 최소 38개(Berkshire Hathaway, 5페이지 추출)부터 최대 35,812개(롯
데쇼핑, 56페이지 추출)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35,812개의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2개 항목 중에서 도구를 활용하여 자동평가가 가능하며 기존
웹 접근성 평가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 Skip Navigation
제공 여부, 페이지 타이틀 제공 여부, 언어표시 제공 여부, 서식에 레이블 제공이라
는 5개 항목만을 본 연구에서는 평가한다(김석일, 2013; Olalere & Lazar, 2011;
Loiacono, et al., 2009; 현준호 & 김병초, 2008; 홍순구 외 2명, 2004;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2004; Roman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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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3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활용하는 배점을 차용
하였다. 웹 접근성 표준의 4가지 원칙(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
성, 견고성)별로 <표 25>와 같이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
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a). 본 연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의 배점을 활용한 이유는 정부에서 2005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하면서 이미 그 배점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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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동평가가 가능한 5개 항목만을 평가함에 따라, 표준의 4가지 원
칙 중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견고성(7점)”이라는 원칙
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서 견
고성에 적용된 7점을 <표 26>와 같이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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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

웹

접근성

평가도구로는

Bobby,

A-Prompt,

K-WAH,

Pajet,

Achecker,

IBM

aDesinger 등 전 세계적으로 50여개 정도의 도구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W3C
WAI, 2014d). 한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도구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K-WAH(Korea-Web
PAJET(Professional

Accessibility
Accessibility

Helper),
Javascript

웹

접근성

Evaluation

관련

전문가가

Tools)19),

개발한

NHN에서

개

발한 N-WAX(NHN Web Accessibility eXtension)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현석(모질라 한국 커뮤니티 리더), 홍윤표(CSS 디자인 코리아
운영자)가 개발한 PAJET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 PAJET를 활용하는 이유는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javascript
삽입 방식의 웹 접근성 평가도구로 HTML 태그를 검색하여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김석일, 2013). 또한, 도구 자체의 평가 신
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PAJET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웹 접근성 품질
마크 인증제도’의 전문가 심사에서 활용할 정도로 도구 자체의 우수성을 대외적으
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주요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현황 파악을 위
해 웹 사이트 크롤링(crawling)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4년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가 웹 사이트의 평가 페이지 HTML을 모두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인 페이지로부터 시작하여 메인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자동적으로 탐색하여 링크
가 이동하는 다음 단계의 페이지, 즉 2단계까지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 웹 사이트의 크롤링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대상 사이트의 진입 URL에서 HTML 코드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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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meta 리다이렉트, JavaScript 리다렉트, 프레임세트로 되어 있는 사이트의
경우 진입 URL을 콘텐츠를 포함하는 페이지의 URL로 교체하였다.

두 번째는 추출된 HTML에서 a, area, iframe, frame, meta 요소에서 링크를 추출
하였다. 추출된 링크 중 중복된 URL, 도메인이 다른 URL, HTML 문서가 아닌 다
른 형식의 링크(pdf, zip 등), 페이지내 링크, 특별한 프로토콜(mailto:, javascript:)
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웹 페이지 평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 페이지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제 웹 페이지의 크롤링을 위해 상대경로로 되어있는 웹 페
이지의 경우 프로토콜이 포함된 절대 경로로 모두 변환하였다.

세 번째는 앞에서 추출된 링크에서 HTML 코드를 추출하여 저장하였다. 메인 페
이지 및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로 이동되는 2단계 깊이의 페이지를 HTML로 저장하
였다.

보안 등의 이유로 HTML 코드 추출을 불가능하게 막은 웹 사이트의 경우에는
Firefox

36의

Mozilla/5.0;

유저

Macintosh;

에이전트
Intel

스트링(User
Mac

OS

X

Agent

Strings

of

Firefox

-

10.10;

rv:36.0,

Gecko/20100101

Firefox/36.0)을 사용하여 웹 크롤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웹 사이트의 평가 페이지를 HTML로 저장하였다.

정량 평가는 PAJET의 로직을 PHP로 변환하여 크롤링된 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크롤링된 HTML 코드 중 내용이 없는 페이지, body 요소가 없는 페이지,
div 요소가 없는 페이지, frameset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는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웹 크롤링을 마친 후,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나라, 미국, 영국
주요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5개 평가항
목 중 요소별로 평가가 가능한 것과 페이지별로 평가가 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표
27>과 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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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 Skip Navigation 제공 여부, 페이지 타이틀 제공 여부, 언
어표시 제공 여부, 서식에 레이블 제공이라는 5개 항목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
음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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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총점을 계산하였다.

웹 접근성 총점(100점 만점) = (대체 텍스트 준수율 * 40점) + (스킵 네비게이션
준수율 * 20점) + (페이지 타이틀 준수율 * 20점 ) + (언어 표시 준수율 * 10
점) + (레이블 준수율 * 10점)

제 2 절 분석결과

우리나라, 미국, 영국 주요 공공 및 민간기업 웹 사이트 448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절차에 따라 크롤링을 한 결과, 보안 등의 이유로 URL을 추출할
수 없거나, 5페이지 미만으로 크롤링이 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SDI, 조달
청, Target 등 총 12개 사이트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최종 웹 사이트는 436개이다. 전체 평균은 79.7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점은 미국 Berkshire Hathaway 사이트로 17점에 머물렀으며, 100
점 만점은 ‘청와대, SK C&C 등’ 총 71개 사이트(15.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91.4점(140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은 78.7점(147개), 미국
은 69.8점(149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비교하면, 공공기관
의 경우 89.4점(148개)인 반면, 민간기업은 74.7점(288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각 기관 및 기업의 점수는 <첨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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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 49개 웹 사이트 중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대한
민국 정책포털’ 사이트가 가장 낮은 8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총 18개 사이트는 100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 91개 사
이트 중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이트가 3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K
C&C, 대우조선해양, SK 텔레콤, KT 등’ 19개 회사는 10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과 달리 보안 등의 사유로 크롤링이 안 되는 사이트가
8개나 나타났다.

미국 공공기관 50개 웹 사이트 중 ‘Commission on Civil Rights’ 사이트가 가장
낮은 58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U.S Access Board, FDA, U.S Government
Official Web Portal 등’ 총 8개 사이트는 100점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99개 사
이트 중 ‘Berkshire Hathaway’ 사이트가 3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elon Corporation’이 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국 공공기관 49개 웹 사이트 중 ‘UK Debt Management’ 사이트가 가장 낮은
6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Prime Minister,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Health 등’ 총 22개 사이트는 100점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업 98개 사이트 중
‘Wolseley’ 사이트가 3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oyal Ducth Shell,
Lloyds Group 등’ 5개 사이트가 100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페이지 타이틀 제공’ 항목이 100%로 나타나 가장 높으
며, ‘스킵 네비게이션’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스킵 네비게이션’
항목의 준수율은 18%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경우 ‘스
킵 네비게이션’과 ‘레이블 제공’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영
국에서는 웹 접근성 지침 2.0 버전에서 추가된 ‘언어표시 제공’의 준수 정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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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우리나라, 미국, 영국), 기관 성격별(공공기관, 민간기업) 집단 유형에 따른
차이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기관 성격별로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나타나 웹 접근성 준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
다. 집단이 2개 이하일 경우 사후 검정이 불가능함으로 기관 성격별 차이의 사후
검정은 실시하지 못하였고, 3개 집단인 국가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우리나라, 미국,
영국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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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호 & 김석일(2006)이 2006년에 실시한 3개국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 대상 실
태조사20) 결과(우리나라 0%, 미국, 영국 100%, <그림 8>과 <표 12> 참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준수는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동평가 도구만으로 한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웹 사이
트의 접근성 준수 정도를 모두 표현하지는 못하다는 제약이 있다.

웹 접근성 준수 현황과 관련한 연구과제의 결과는 다음의 <표 33>과 같다.

- 61 -

제

제

장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웹 개발자들이 지켜야 할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웹 접근성 준수가 법적으로 의무화
(2009년~2015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3 장(국내외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의 결과에서 보듯이 아직도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웹 접근
성 준수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웹 개발자들이 왜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이론

혁신 확산

을 토대로 연구 모델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웹 접근성 표준 준수를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인
태도(attitude)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웹

개발자의

표준

준수

의도

(inten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Weigel et al., 2014; 권태형,
2012; Nahon et al., 2012; Bulgurcu et al., 2010; Cannoy & Salam, 2010;
Ajzen, 1991; Davis et al., 1989).

이러한 이론적 토대(<그림 15>)와 더불어 기존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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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요인과 저해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았다(<표 21>, <표 22> 참
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한 최종 연구모델을 <그림 16>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모델은 개
인과 조직의 역량이 웹 접근성 준수 태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종속변
수인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 준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개인과 조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
니케이션이라는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직적 역량 측면에서 조직 지원제

도 접근성 법률 인식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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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가설 설정

1. 개발자의 개인적 역량과 접근성 준수 태도

가설 1 : 규범적 신념의 인식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규범적 신념은 자신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어떻
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되며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박종구, 2012;
Fishbein & Ajzen, 1975).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취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즉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 타인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웹 개발자의 웹 접근성 준수 의사결정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
계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권태형,
2012). 규범적 신념이 높아지면 접근성 준수 태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 접근성 인식의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개발자의

인지된

접근성

인식은

개발자가

장애인

사용자의

요구사항(user

requirements), 장애인 사용자의 이용 애로점 등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로
정의된다. 대표적인 장애인의 요구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에 대체 텍
스트를 제공하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을 제공하는 것, 손을 이용하
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만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제공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웹 접근성에 대한 개발자의 인식 정도는 접근성 관
련 연구에서 웹 접근성의 성공적 도입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Hong et
al., 2014; WebAIM, 2014; Brobst, 2012; Ruth-Janneck, 2011;

Oreg et al.,

2011; 노석준, 2009; Lazar et al., 2007; 현준호 & 최두진, 2003). 이러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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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정도가 높으면 접근성 준수태도가 높아질 것이다.
Hong et al.(2014)이 국내 웹 접근성 전문가 30명(포털, 에이전시, 기업 각 10명)
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저해요인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저해요인이 접근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이었다. Yesilda et al.(2012)이
300명의 웹 접근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 접근성 동기요인에 대한 설문 결
과에서도 개발자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웹 접근성 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웹을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는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가설 3 : 접근성 효익의 인식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웹 접근성이 준수됨에 따라 얻게 되는 장점으로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 준수, 장애
인 및 고령자 등의 이용자 확대, 새로운 장소 및 새로운 기기 적용에 용이함, 기업
의

이미지

제고

등이

있다(W3C

WAI,

2014c;

Moreno

&

Martinez,

2013;

Richards et al., 2012; 짐 대처 외 9인, 2011; 현준호 & 김석일, 2006; Clark,
2003; 현준호 & 최두진, 2003; Romano, 2003; Jacobs, 2002). 이러한 접근성의
효익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으면 접근성 준수 태도가 높아질 것이다.

Romano(2003)는 Fortune 250개 기업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파악하였다. 장애
인 고객의 증가에 따른 고객 관계 경영(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위
해 웹 접근성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Moreno & Martinez(2013)은 웹 접근성과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혔다. 웹 접근성과 검색엔진 최
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 대한 자막 제공,
HTML 표준 준수, 언어표시 제공, 명확한 링크 제공, 페이지 타이틀 제공 등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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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neiderman(2000)은

ICT에서의

접근성은

물리적

환경에서의

경사로(ramp)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리적 환경에서 경사로 없이 구축된 건물의 접근성 개선
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게 되면
조그마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ICT상의
경사로는 새로운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경제적 편익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
다. Vanderheiden(2000)은 장애인에게 유용한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유용하다고 주
장하였다.

가설 4 :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개발자가 공식적 네트워크(TF팀, 프로젝트팀), 비공식적 네
트워크(SNS(Facebook, Twitter, Google+ 등), 커뮤니티 등), 전문가 그룹(포럼, 심
포지엄, 학회) 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권태형, 2014; 권태형, 2012,

Oreg

et al., 2011; Rogers, 2003; Vernardakis et al., 2001). 웹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을수록 웹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정보에 노출 되어 준수 태도가 생
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경로는 크게 기술적 의사소통(technical interaction mode)과 사회적
의사소통(social interaction mod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커뮤니케이션 경로들
은 서로 대체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 및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혼용 또는 적용(mix and match)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 의사소통은 다양
화보다는 단일화된 데이터, 의사결정, 전달형태에 가치를 두며, 풍부하지 않은 매체
(lean media)를 사용한다. 반면, 사회적 의사소통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
거나 아이디어에 대한 심리적 의사결정을 확신시켜 줄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하드웨어 및 기술적 네트워킹을 이용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정보이고, 정보와 함께 전달되는 것은 영향력(influence)이다. 정보뿐만 아니라 영
향력이 전달된다는 것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이다(권태형, 2014; 권태
형, 2012; Daw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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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역량과 접근성 준수 태도

가설 5 : 조직 지원제도의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 지원제도란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인원, 시간, 예산, 교육기회 등의 조직의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행동을 수행할 기회나 자원이 없는 경우 아
무리 바람직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취하는데 제약이 뒤따른다(손영곤
& 이병관, 2012). 조직에서 접근성과 관련되어 투자를 하게 되면 접근성 준수 태
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Stephanidis et al., 2001b).

Lazar et al.(2004)은 웹 마스터 175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W3C의 웹 접근성 표준을 인식한 사람은 64%(112명)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 저해요인으로는 조직 지원제도에 포함되는 시간의 부족, 교육 훈련의 부
족, 경영층과 고객의 지원 부족 등이 나타났다.

WebAIM(2014)는 전 세계 웹 개발자 900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관련 인식 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웹 접근성을 저해하는 3번째 요인으로 예산 등의 지원 부족
(13.9%, 121명)이 나타났다.

가설 6 : 접근성 법률의 인식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접근성 법률 인식은 조직이 웹 접근성 의무화와 관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 인식과 공감대 정도를 말한다. 웹 접근성과 관
련된 법률 인식 및 공감대가 높으면 접근성 준수 태도가 높아질 것이다(W3C WAI,
2014e; Lazar & Hochheiser, 2013; 짐 대처 외 9인, 2011; Frank, 2008; 현준호
& 최두진, 2003; Stephanidis et al.,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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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법률은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출발점이며,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새로
운 혁신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iPhone 운영체제에 적용된 접근성 기능들은 시각장
애인,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밝은 빛에서 보기 어려운 경우나 터치스크린을 이용
할 수 없을 때 비장애인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직의 접근성 법률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Lazar & Hochheiser, 2013).

Huffaker(2014)는 미국과 유럽의 접근성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유럽보다 미
국의 법률이 표준화 등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접근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Vanderheiden(2000)은 보편적 사용성(universal usability), 즉 접근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2가지 요인으로 법제도 강화와 모바일 컴퓨팅 발전을 제시하면서, 접
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접근성 관련 법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설 7 : 사회공헌 활동의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웹 접근성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웹 접근성을 준수
하게 되면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에게 웹을 이용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
기 때문이다. 즉,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에게 교육, 업무, 여가,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Martinez et al., 2014; W3C WAI, 2014c; Loca et
al., 2012; Frank, 2008; 현준호 & 김병초, 2008).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 정도가
높으면 접근성 준수 태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웹 접근성 준수는 다른 사회공헌 활동과 다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사회공헌 활동과 다르게 웹 접근성 준수는 장애인
등 새로운 고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를 높이는데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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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점도 있다(Andre et al., 2009).

Frank(2008)은 기존 연구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경향, 접근성 관련 법·제도 위
협, 웹의 복잡성이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는 웹 접근성 평가 도구 중 하나인 IBM aDesigner를 이용하여 32개 온라인 소매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100점 만점에 65.8점에 머물러 웹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역량 있는 개발
자나 팀의 부재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접근성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가설 8 : 접근성 준수 태도는 접근성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란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과 선호하는 정도로서 의도의 선행
요인이다. 준수 의도는 어떤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을 말한다(권태형, 2014; Ajzen,
1991). 개발자의 웹 접근성에 대한 태도가 높아지면 접근성 준수 의도가 높아질 것
이다.

행동자체와 실제 행동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합리적 행위 이론
에서는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그들 자신의 의지적 통제하에 놓여 있으므로 행동 의
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
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손영곤 & 이병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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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변수 정의 및 측정 항목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을 실제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
의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변수들의 개념
적 정의만으로는 변수들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개발된 설문 항목들을 기반으로 변
수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화를 수행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변수의 조작화를 실행하
였으며,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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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항목

변수들에 대한 측정 항목은 내용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타당성과 유의
성이 충분히 검증된 문항들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웹 개발자의 접근성 준수 태도와
준수 의도의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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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실증 분석

제 1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예비조사

본 연구는 웹 개발자의 웹 접근성 준수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
로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 대한 정확성 및 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접근성 표준화에 참여한 개발자, 기자, 연구기관 종
사자 9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2회 실시하였다. 개발
자 5명에게는 실제 응답을 요청하였고, 기자 및 연구기관 종사자 4명에게는 설문
문항 표현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애매모호한 용어나 문
장은 없는지 등을 최종 점검하여 설문지를 정교화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2. 자료의 수집

기존 문헌 연구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한 설문지를 토대로 온라인
설문을 개발하였다. 왜냐하면 응답자인 웹 개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설
문보다는 온라인 설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구글
에서 제공하는 “Google Drive"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웹 접근성 관련 개발자 커뮤니티인 한국 웹 접
근성 그룹21) 회원, 네이버 하코사(하드코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22) 등의 웹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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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

관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e-Mail,

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

커뮤니티

Facebook 공지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해 NHN, 다음
카카오, 삼성SDS, LG CNS, SK C&C 등 웹 접근성 선도기업, 시도우, 하이브랩, 이
롭게 등 웹 접근성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 등의 임원과 접근성 담당 팀장에
게 자사의 개발자들의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커뮤니티 공지 및 요청을 통해 총 240부의 설문을 접수하였
다. 이 중 중복 응답 2부,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임을 밝힌 3부, 불성실 응답으로 판
단되는 1부는 실제 분석에 부적합하여 제외(총 6개)시키고, 총 234부의 설문 응답
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표본은

234개로,

Kim

&

Jeon(2009)이 MIS에서의 구조방정식 검정통계량 확보를 위해 충분한 표본 크기로
제시한 200개 이상을 넘겼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한 이유는 인지행동과학 및 사
회과학에서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변수들간 경로분석(path analysis)
을 수행하는 통계적 방법론으로 주성분분석, 요인분석, 판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으로 대표되는 1세대 통계기법들 보다 이론과 데이터간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변수간의 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동시추정(simultaneous estimation), 측정변수를 통한 측정에서 오류를 설
명하는데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Kim & Jeon, 2009; 이학식 & 임지훈,
2008; 배병렬, 2007; Chin, 1998;).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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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는 PLS(Partial Least Square),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 ESQ(EQuationS) 등과 함께 사회과학 분야
의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자료 분석에 많이 사용
되는

통계패키지이다.

AMOS는

그래픽

사용자

환경(GUI:

Graphical

User

Interface)을 이용하고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통계 패키지로 가장 많이 활용
되는 SPSS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학식 & 임지훈, 2011; 배병
렬, 2007).

MIS 분야에서 최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AMOS와 PLS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AMOS는 다른 구조방정식 모형에 비해 기존 이론이 확립된 모델을 이용할
때 보다 큰 장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IT 태도이론, 행동된 계획이론
(TPB), 확산이론(DOI) 등 기존 확립된 모델을 웹 접근성 분야에 적용한 것이며,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통계분석 도구로 AMOS를 선택하였
다(<표 37> 참조).

제

절 실증 연구 결과

인구통계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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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 <표 38>와 같다. 본 설문에 응답한
234명의 웹 개발 경험은 최소 2개월부터 240개월(20년)로 나타났으며, 평균 웹 개
발 경험은 70.2개월로 나타났다. 234명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31-40세가 148명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세 이하 1명, 50대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및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는지를 검정하였다. 문헌연구와 예비조사 등을 통해 내용 타당성과 기준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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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 높은 항목을 이용하여 가설검
정을 실시하게 된다.

2.1 타당성 검정
타당성(Validity) 검토는 연구 대상이 되는 개념을 측정값이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의도한 것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명확히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타당성은 체계적 오차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타당
성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측정 대상을 간접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이학식 & 임지훈, 2011; 문수백, 2009; 채서일, 2005).

본 연구에서 개념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추출 방
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 추출은 고
유치(eigenvalues)가 1이상인 것만을 선택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에는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Varimax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연구 응답 대상을 파악
하기 위해 실시한 개발자의 개인 역량 및 인구통계학 변수 14개, 개발자의 접근성
촉진 및 저해 요인 파악을 위한 개방형 질문 2개를 제외하면 36개 항목이다. 독립변
수군으로는 31개 항목이며,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로는 5개 항목이다.

독립변수인 31개 항목,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경우 총 5개 항목으로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1차에서 요인분석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설문 항목 중 요인적재량 0.5이상 기준에 미흡하여 제
거하는 것이 바람직(이학식 & 임지훈, 2011; King & Teo, 1996)하거나 2개 요인
에 높은 적재치를 가지는 교차 적재(cross-loading)가 나타나 단일 차원으로서 설
명하기 미흡한 항목이 나타나, 아래와 같이 2회 제거(<표 39> 참조)하고 최종 27
개 항목으로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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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위한 자료가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
는

KMO(Kaiser-Meyer-Oklin)-Bartlett

Kaiser(1974)에
(marvelous),

따르면

KMO

0.80-0.89인

중급의(middling),
약한(miserable),

0.5이하를

측도의

경우를

0.60-0.69인

검정을

가치

경우를

값이

실시하였다(강현철,
0.90보다

있는(meritorious),

평범한(mediocre),

받아들이기

큰

경우를

훌륭한

0.70-0.79인

경우를

0.50-0.59인

힘든(unacceptable)

2013).

경우로

경우를

빈

분류하였다.

즉, 이 측도의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
다. 독립변수의 경우 0.87로 가치 있는 수준이며,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0.76으로 중
급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검정 p-값이 유의수준(0.05)보다 작아서 귀무가설
이 기각되어야 그 자료에 요인분석을 실시할 가치가 있음을 나타낸다(강현철,
2013).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모두 유의확률이 0.000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할 가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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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군과 매개 및 종속변수군의 요인 분석결과(<표 41> 및 <표 42> 참조)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특정변수의 분산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이
4개 항목(인식 6, 인식 8, 효익 3, 커뮤니2)을 제외하고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
다.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타나내는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s)은 2개 항
목(인식 7, 커뮤니2)을 제외하고 모두 0.6 이상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최종적인 누적 분산이 독립변수군 70.29%, 종속변수군 85.97%로 나타
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받아들이는 6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
철, 2013; Hair et al., 1998).

본 연구의 모든 데이터들은 동일한 시점에서 설문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공
통방법오류(common method variance)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검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Harmon의 단일요인 검
정을 실시하였다. 검정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단일요인검정을 실시해본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eigen values)가 1이상인 요인은 종속변수인 준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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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6)를 제외하고 8개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7개 중에 가장 큰 요인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17.99%로 나타났으며, 매개 및 종속변수 2개의 설명력은 45.71%,
40.26%로 한 요인에 집중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는 공통방법오류(common method bias)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정해 보고자 하는 측정모델은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의해서 평가하였다(Hair et al., 1998). 수렴타
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
균 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측정하였다. 복합신뢰도(CR)는
0.7이상이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AVE)은

0.5이상이어야

한다(Kim

&

Jeon,

2009; Gefen, Straub & Boudreau, 2000). 9개 측정요인의 복합신뢰도는 0.7이상
이며, 평균 분산추출은 0.5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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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타당성은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기존 연구나 가설의 논리를 따르는가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접근성 인식과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법칙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신뢰성 검정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즉, 어떤 검사나 측정도구가 시간, 검사
실시 방법, 질문 항목, 평가자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안정성
(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정확성(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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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등

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이론의 실증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상호 교환 검사법(parallel-form method), 반분법(split-halvesmethod), 내적 일관
성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 등이 있다(이군희, 2007; 채서일, 2005; Hair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이용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변수의 신뢰
성을 검정하기 위해 각 변수의 측정 항목을 대상으로 크론바하 알파 값(Cronbach's
Alpha)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Kim & Jeon, 2009; 강신철, 199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은 <표 45>와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측정 척도인 크론바하
알파 값이 모두 0.7을 넘으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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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대상이 되는 구성 개념들을 복수
항목으로 측정하고, 가정한 연구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와 구성
개념들 간에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모델 검정을 실시하였
다. 연구모형 추정과 검정을 위한 방법은 AMOS에서 기본 값으로 제공하는 최우도
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Square는 864.94, 기초적
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는

0.81,

표준적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0.78, 표준적합지수(NFI: Normal Fit Index)는 0.82, 비
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는 0.91, 근사오차평균자승(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6로 나타났다.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GFI, AGFI가 0.8보다 크고, RMSEA는 0.05~0.08사이에 있
으면 모형 적합도가 좋다고 한다(Ho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AGFI만 0.8
이하로 나타났다. Chi-Square를 df로 나눈 표준-Chi-Square(Normed x2)의 경우
에도 1.92로 나타나, 엄격한 기준 값인 2배 이하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데이터에 매
우 잘 부합한다고 판단된다(Kim & Jeon,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평가기준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러
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내의 개념들 간의 관계를 결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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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정

가설 검정은 AMOS를 활용하여 구조모형의 평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사이에 설정된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AMOS에 의해 경로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18>, <표
47>과 같다.

개발자의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법률 인
식, 사회공헌 활동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의 지원제
도는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의 준수 태도는 준
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가설 중 7개 가설이 채택되고, 1개
가설(조직 지원제도 → 준수 태도)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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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을 위한 조직의 지원제도(충분한 인원 배분, 충분한 시간 제공, 충분한
예산 할당, 교육기회 제공, 장애인 고객 의견 수렴)는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 준수 태도와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적 역량보다는 개인적 역량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성은 C. R.(critical ratio) 값으로 판단한다. 개인적 역량에서 접근성 표준 준
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의
C. R. 값은 4.56, 3.83, 3.27, 2.59로 나타났다. 조직적 역량에서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 법률 인식, 사회공헌 활동의 C. R. 값은 2.26, 2.00으
로 나타났다. 개인적 역량에 채택된 4가지 요인들의 C. R. 값이 조직적 역량에서
채택된 2가지 요인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는 조직적
역량보다는 개인적 역량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별 가설별 검
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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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발자의 개인적 역량과 접근성 준수 태도간의 검정

개발자의 개인적 역량이 접근성 준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역량으로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4가지 독립
변수와 접근성 준수 태도라는 매개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4가지 개인적 역량
요인 모두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 규범적 신념의 인식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C. R.(critical ratio) 값이 4.56이고, 유의도가 0.00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발자의 규범적 신념 정도는 기존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준거집단 혹은 준거인(동료, 상사, CEO)의 접근성 표준 준수와 관련한
기대치가 개발자의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웹 개발자는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 웹 기획자, 웹 디자이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접근성 있는 웹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웹
기획자 및 디자이너의 접근성 준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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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웹 개발자의 업무 특성이 반영되어, 규범적 신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영향력이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층의 접근성에 대한 기대치는 개발자들이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NHN, 다음카카오 사례
분석시 최고경영자의 접근성 제고 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2개사 모두 최고경영
자가 사내에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 접근성 인식의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C. R.(critical ratio) 값이 3.83이고, 유의도가 0.00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의 인지된 접근성 인식은 웹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사용자의 요구사항(requirements),
장애인이 이용하는 보조기기와의 호환성 보장, 글, PDF 등 웹에서 제공하는 문서
접근성 보장에 대한 개발자의 인식 정도가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웹 접근성 관련 문헌 연구(<표 21>과 <표 22> 참조)에서 개발자의 인지된 접근
성 인식 정도가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주요한 동기요인의 하나로 파악되었는
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이러한 기존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발자가 장애인의 요구사항, 장애인의 웹 이용의 애로점을 제대로 인식하면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2006년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장애인 이용자
테스트(전맹, 저시력인)가 다음카카오의 웹 접근성 준수 관련 활동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용자들이 웹 접근성 미준수로 인해 다음 포털
의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고, 검색, 날씨, 뉴스 정보 획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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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험한 것, 즉 장애인 사용자의 웹 이용의 애로점을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웹
접근성 제고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NHN은 사내 개발자들이 장애인의 웹 이용 애로점을 직접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
도록 2013년 11월 NHN 본사 건물에 웹 접근성 체험 공간을 설치하였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온라인 체험관을 개설하여 자사의 개발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접
근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NHN의 웹 접근성 인
식 제고 노력이 자사 개발자들의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설 3 : 접근성 효익의 인식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C. R.(critical ratio) 값이 3.27이고, 유의도가 0.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발자의 인지된 접근성 효익 정도는 기존 이론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해 얻게 되는 기업 이미지 제고, 검색엔진 최
적화, 장애인 등 새로운 고객 확보라는 효익의 인식도가 높을수록 웹 개발자들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가 높다는 것이다.

접근성 효익과 접근성 인식은 개발자들의 웹 접근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
할 것이다. 웹 접근성 준수 태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접근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설 4 :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C. R.(critical ratio) 값이 2.59이고, 유의도가 0.01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도는 기존 이론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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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즉, 개발자들이 웹 접근성과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조직(커뮤니티, 연구
회 등)의 참여 정도와 웹 접근성 관련 정보습득 및 의사소통을 위해 SNS 활용 정도
가 높을수록 웹 개발자들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NHN은 ‘널리(http://nuli.navercorp.com/)’, 다음카카오는 ‘다룸(http://ui.daum.net/)
’이라는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웹 접근성 관련된 지침, 가이드라인, 평가도구, 개발
라이브러리 등을 내부 개발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개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또한 NHN에서는 웹 접근성 관련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1
회씩 웹 접근성 관련 오픈 세미나23)를 개최하고 있다.

4.2 조직적 역량과 접근성 준수 태도간의 검정

조직적 역량이 접근성 준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 역량으로
‘조직 지원제도, 접근성 법률 인식,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3가지 독립변수와 접근성
준수 태도라는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직 지원제도 1개 요인을 제외하
고 접근성 법률 인식과 사회공헌 활동 요인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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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 조직 지원제도의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C. R.(critical ratio) 값이 -1.88이고, 유의도가 0.06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발자에 대한 조직의 지원제도 정도는 기존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
요한 조직의 지원제도(충분한 시간 제공, 충분한 예산 할당, 교육기회 제공, 장애인
고객 의견 수렴)는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는 조직의 지원제도보다 개인들의 인식에 기반한 역량
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설 6 : 접근성 법률의 인식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C. R.(critical ratio) 값이 2.26이고, 유의도가 0.024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법률 인식 정도는 기존 이론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과 웹 접근성 미준수가 위법 행
위라는 조직의 법률 인식 정도가 개발자의 웹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미국, 영국 웹 사이트의 준수 실태에서 나타났듯이, 법적으
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2006년 평가(현준호 & 김석일, 2006)에
서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5개 사이트 모두가 메인 페이지조차 웹 접근성의 주요 4
개 항목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미국
(2001년)과 영국(2004년) 공공기관 평가 대상 5개 사이트는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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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2009년), 민간기업(2013년)의 법적
의무화가 효력을 발생한 후 실시한 본 연구의 평가(제 3 장 참조, <표 29>, <표
30> 참조)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준수 정도가 미국, 영
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적 강제화가 웹 접근성 준수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HN, 다음카카오 사례분석에서도 조직적으로 웹 접근성에 관심을 둔 계기로
2개 회사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들었다. 접근성 관련 법적인 의무화에 대한
조직적 인식이 웹 개발자들의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설 7 : 사회공헌 활동의 정도는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C. R.(critical ratio) 값이 2.00이고, 유의도가 0.045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 정도는 기존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 정도가 많을수록 개발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2011년부터 IT 기업의 주요한 사회공헌의 하나로 웹 접근성
제고 활동을 추진24)하였다. 다음은 자사의 개발자들이 접근성 제고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개발자들의 접
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IT 기업의 사회공헌이 물품제공, 기부 등의
일회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자사의 대표 제품인 포털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포털 서비스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기업에게는 장애인 등 새로운 고객 증대라는 함께 상생
(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좋은 모범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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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접근성 준수 태도와 접근성 준수 의도간의 검정

가설 8 : 접근성 준수 태도는 접근성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성을 판단하는 C. R.(critical ratio) 값이 8.75이고, 유의도가 0.000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의 웹 접근성 준수 태도는 기존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자의 웹 접근성 준수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웹 접근성에 대한 개발자들의 좋은 아이디어, 좋아함, 가치 등의 관심
과 선호도가 향후 웹 개발시 접근성을 준수하겠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 경로분석 - 직·간접 효과 분석

구조모형 검정 결과 매개변수인 준수 태도(attitud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된 독립변수는 규범적 신념, 개발자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법률
인식,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6가지로 나타났다.

6가지 독립변수가 준수 태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인 준수 의도에 어떤
직·간접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접근성 법률 인식을 제외하고 규범적 신
념, 개발자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5가지 독립변수
가 태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부분적으로 준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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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 활동은 준수 태도
와 준수 의도에 완전매개(full mediation)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국내 선도기업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웹 개발자의 접근성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양한 연구 방
법으로 파악하고자 국내에서 웹 접근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 회사, 즉
NHN과 다음카카오 사례를 분석하였다. 두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국내에서 웹 개발
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 기업이며, 웹 접근성 관련 전담 팀을
구성하는 등 웹 접근성 활동을 가장 활발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Law(2010) 및 Ellcessor(2012)의 박사학위 논문의 인터뷰 설문지를
토대로 사례분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첨부 3> 참조). 설문지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웹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시점, 웹 접근성 제고 활동(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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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 인식제고, 사용자 평가, 벤치마킹, 조직구성 등), 최고경영자의 노력, 외부
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타 기업에게 추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NHN, 다음카카오에서 접근성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25)에게
2014년 11월 4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개 회사 모두 내부의 검토를 거친 후 11
월 25일 2개 회사의 답변이 최종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표 52>와 같다.

NHN, 다음카카오 모두 웹 접근성 준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장애인차별금
지법의 제정에 따른 법적 의무화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초기에는 장애인 고객
의 동등한 이용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 사항 준수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6년에
6개 국내 대표 포털(네이버, 다음, 하나포스, 싸이월드, 야후코리아, 파란) 회사와
함께 실시한 시각장애인 이용 실태조사가 큰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이용 실태조사는 해당 포털의 담당자들이 실제 전맹 사용자를 만나 자사의 서비스
이용 애로점을 직접 파악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전맹 사용자와 함께 고민했던 활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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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의 접근성 준수 인식 및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활동으로, NHN는
자동평가도구 개발과 대내외 컨퍼런스를, 다음카카오는 장애인 사용자 테스트와 전
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추천 활동으로는 전담 대응부서
및 인원배치, 장애인 사용자 인터뷰/테스트,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개 회사 모두 사내 웹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자사의 웹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웹 접근성 제고 활동은 2006년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메일, 다음 검색 등의 서비스를 테스트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활동이다. 시각장애인
의 이용 애로점을 인식한 다음카카오는 2007년 3월에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IWA(Improve Web Accessibility)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사내 웹 접근성 교육, 접근성 테스트 등을 수행하였다. 공식적인 조직인 웹 접근성
TF는 2013년 1월에 발족하였고, 2013년 4월에 자회사인 다음서비스에도 접근성
파트를 신설하여 다음카카오 서비스의 접근성 관련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2013년
3월에는 다룸(http://ui.daum.net/)이라는 웹 사이트 개발하여 웹 접근성 관련 정보
를 자사의 웹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카카오톡의 접근성 개선 작업을 추진하여 8월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인 ‘카카오 프렌즈’의 접근성 개선을 완료하였다.

다음카카오 웹 접근성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2011년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웹 접근성’ 제고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IT 기업으
로서 기존의 일회성, 단편적(기부, 물품제공 등)인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는
새로운 전략적인 사회공헌의 모습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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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크게 3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는 접
근성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으로 자사의 웹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접근성의 의미
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용 동영상 제작, 사내방송을 통한 접근성 인식
제고, 정기적인 내부 세미나, 대내외 공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로 자동
평가 도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다. 웹 개발자들이 접근성 지침을 보다 손쉽게 적
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셋째로, 웹 접근성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 및 조직
을 구성하였다.

NHN의 웹 접근성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널리(http://nuli.navercorp.com/)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접근성 정책, 자사의 접근성 자동평가도구, 접근성을 고려한
개발 라이브러리 등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11월에는
Microsoft, Yahoo 등의 접근성 체험관을 벤치마킹하여 NHN 본사 건물에 자사의
웹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애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웹 접근
성 체험 공간을 설치하였다. 이후 2014년 8월에는 온라인 체험관26)을 개설하여 자
사의 개발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접근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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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추가분석

1.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능력, 영어능력,
장애가족 유무, 조직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윤리라는 5가지 변인에 따라 측정모
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윤리 항목의 경우 234개 분석 대상 중 윤리가 높은 집단이
223개, 윤리가 낮은 집단은 11개 밖에 나타나지 않아 군집 중심 값의 변화가 없거
나 작아 수렴이 일어났다. 이에 윤리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지식능력 등 총
4개의 변인에 대해 측정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1.1 지식능력

분석 대상 234개 중 지식(접근성 관련 충분한 기술 및 지식)이 높은 집단은 196
개(평균 3.75), 지식이 낮은 집단은 38개(평균 2.14)로 나타났다. 지식이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 간의 모델의 차이에 대한 p값이 0.053로 두 집단 간의 모델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준수 태도가 준수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능력이 높은 집단은 지식능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능력이 낮은 집단은 규범
적 신념만이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능력이 높은 집단
은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법률 인식이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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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지식(지식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동료, 상사,
CEO 등의 직·간접적인 사회적 영향이 준수 태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CEO 등 임원층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층에 대한 접근
성 인식 제고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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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어능력

분석 대상 234개 중 영어능력이 높은 집단은 134개(평균 3.89, 5점 만점), 영어
능력이 낮은 집단은 100개(평균 2.62, 5점 만점)로 나타났다. 영어능력이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 간의 모델의 차이에 대한 p값이 0.034로 두 집단 간의 모델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제변수 중 유일하게 영어능력만이
집단 간 모델의 차이가 나타났다.

영어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준수 태도가 준수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활동이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영어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규범적 신념,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법률 인식이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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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접근성 인식(C.R. 5.54**)이 준수 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반면 영어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규범적 신념(C.R. 4.13**)이
준수 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능력이 낮은 집단에게
는 웹 접근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 영어능력이 높은
집단에게는 개발자의 준거 집단과 함께 접근성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필요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1.3 장애가족 유무

분석 대상 234개 중 장애 가족이 있는 집단은 58개, 장애 가족이 없는 집단은
176개로 나타났다. 장애가족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모델의 차이에 대한 p
값이 0.557로 두 집단 간의 모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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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족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준수 태도가 준수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족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사회적 공헌활동을 제외하
고 모든 요인이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지원제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족이 없는 집단의 경우 조직의 지
원이 높으면 준수 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족이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규범적 신념, 접근성 효익이 웹 접근성 표준 준
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족이 있을 경우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장애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가질 것이다. 이에 접근성
인식이나 조직역량은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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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직규모

분석 대상 234개 중 대기업 집단은 62개, 중소기업 집단(프리랜서 포함)은 172개
로 나타났다. 조직규모가 대기업인 집단과 중소기업(프리랜서 포함) 집단 간의 모
델의 차이에 대한 p값이 0.323로 두 집단의 모형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집단 모두 준수 태도가 준수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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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
션이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웹 개발자의 경우에는 규범적 신념, 접근성 효익이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조직
역량(조직 지원제도, 접근성 법률 인식, 사회공헌 활동)은 웹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웹 개발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조직적 자원이 풍부함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
로 법무팀, 고객관리팀, 사회공헌팀, 접근성 TF 등이 있어 중소기업에 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대응이나 장애인 고객들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례로 분석한 NHN, 다음카카오의 경우 사내에 별도의 웹 접
근성 팀을 두고 접근성 제고 활동을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웹 개발자의 경우 접근성 인식이나 조직 역량이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105 -

2. 조직 지원제도 효과

접근성 관련 인원 배분, 예산 할당, 충분한 시간 배분, 접근성 교육 기회 제공 및
장애인고객 의견 수렴 항목으로 구성된 조직 지원제도는 기존 문헌에서 접근성 준
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조
직 지원제도가 웹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지원제도
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웹 접근성 준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234개 중 조직 지원제도가 높은 집단은 95개(평균 3.36, 5점 만점), 조
직 지원제도가 낮은 집단은 139개(평균 1.90, 5점 만점)로 나타났다. 조직 지원제
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모델의 차이에 대한 p값이 0.285로 두 집단 간
모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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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지원제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동일하게 웹 개발자의 인지된 접근성
인식과 웹 개발자의 인지된 접근성 효익이 웹 개발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가 웹
개발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의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지원제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 지원제도가 낮은 집단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
션 능력보다는 접근성 인식과 접근성 효익을 배가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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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준수와 관련된 조직의 자원(인원, 예산, 시간, 교육 등)에 관계없이, 조
직 역량 요인인 접근성 법률 인식과 사회공헌 활동은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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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토 의

본 연구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현황과 웹 개발자가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첫 번째 연구과제인 웹 접근성 준수 현황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주요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근성 주요

개 항목에 대해

이라는 도구를 활

용하여 자동평가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과제인 웹 개발자가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존의

태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혁신 확산이론

기존 웹 접근성 연구를

토대로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의 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웹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증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웹 접근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 웹 접근성 선도기업인
다음카카오의 접근성 제고 활동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제

절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 현황 연구 결과 및 함의

우리나라 미국 영국 공공 및 민간기업 웹 사이트
수현황을 살펴보았다
지 않는

개 사이트 중 중복 사이트 보안 등의 사유로 크롤링이 되

개 사이트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을 살펴보았다 첨부

점
점

개
개

미국은

민간기업

개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현황

참조

분석 결과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은

개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

점
점

점

개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

개 로 나타났다

기관 성격별로는 공공기관이

개 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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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우리나라, 미국, 영국), 기관 성격별(공공기관, 민간기업) 집단 유형에 따른
차이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기관 성격별로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나타나 웹 접근성 준수
정도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이러한 결과를 대한민국, 미국, 영국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2006년에 실시한 연
구 결과(현준호 & 김석일, 2006)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
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표 32> 참조).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높아진 계기는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가장 큰 요인
일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성 법률은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출발점이다(Lazar &
Hochheiser, 2013). 동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09년 4월부터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2013년 4월부터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것이 국내의 공공 및 민간기업의 접근성 준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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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의 접근성 준수 수준이 높아진 것은 2005년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인 ‘인
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을 제정한 후, 이의 확산을 위해
실시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 교육, 웹 접근성 인증마크 운영, 법·제도 정비, 캠페인,
세미나 등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
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법률과 정책은 UN 산하기구로 장애인의 정보격
차해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G3ict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ITU et
al., 2010).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웹 접근성 제도가 높은 수준이
며, 웹과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성 제고를 노력하는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의 웹 접근성 관련 정책적 노력이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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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 미국, 영국 모두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
는 민간기업 웹 사이트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접근성 준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
접근성 제고로 초점을 이동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추진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및 평등기회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웹 상의 계단 옆의 경사로(ramp), 즉 웹 접근성 준수는
새로운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경제적 편익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W3C WAI,
2014c; Yesilada et al., 2012; Romano, 2003, Vanderheiden, 2000; Shneiderman,
2000).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약 10% ~ 20%의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이제는 기업의 이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Loiacono & McCoy, 2004).

국내 웹 접근성 선도기업인 NHN, 다음카카오의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된 민간기업
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첫 걸음은 장애인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 애로점을 파악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웹 접근성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NHN, 다음카카오는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체험관 구축, 홍보 동영상 개발, 웹 접근성 교육, 접
근성 캠페인,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다른 기업들도 웹 접
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국내 IT 기업들은 앞 다투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
기관 방문봉사, 기부금 제공 등의 비전략적 사회공헌에서 벗어나, 자사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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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웹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사회가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적
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변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현준호 & 김병초, 2011;
Porter and Kramer, 2006; 홍경순 외 2인, 2004).

본 연구는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13개 지침의 22개 모든 항목을 해당 웹 사이트
의 모든 페이지를 대상으로 자동과 수동 평가로 점검한 결과가 아니라, 5개 주요
항목에 대해 자동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해당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문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한 대
체 텍스트 제공 여부 평가와 더불어 해당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대체
텍스트를 ‘사진 1’, ‘사진 2’, ‘이미지 1’, ‘이미지 2’, ‘그림 1’, ‘그림 2’ 등으로 제시
한 대체 텍스트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보다 많은 국민이 웹을 이용하여, 다소 차가울 수 있는 인터넷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장애인단체, 연구계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및 함의

태도이론
확산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혁신

및 그간의 웹 접근성 연구를 토대로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
모델은 개인과 조직의 역량이 웹 접근성 준수 태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최종적으
로 종속변수인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개인적 역량 측면에서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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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이라는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적 역량 측면에서 조직 지원제도

접근성 법률 인식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웹 개발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을 받았다 그 중 중복 응답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 등 부적합한 설문
외하고 총

명의
개를 제

개의 설문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 지원제도를 제외하고

개

독립변수가 웹 개발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표준 준수 태
도는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채택되었다 그림

참조

개의 가설 중

개의 가설이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

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법률 인식 사회공헌 활동 이라는

개 요인

이 준수 태도를 통해 준수 의도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접근성 법률
인식

개 요인을 제외하고

가지 요인이 준수 태도를 거쳐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완전 매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식능력 영어능력 장애가족 유무 조직규모 윤리 조직 지원제
도라는

가지 변인에 따라 측정모형을 검정하였다 윤리항목의 경우 윤리가 낮은

집단의 표본이

개 밖에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영어능력을 제외하고

개 변인에 따른 모델의 차이를

개 통제변수는 모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능력의 경우 영어능력이 높은 집단과 영어능력이 낮은 집단
간의 모델 차이에 대한
로 나타났다 표

값이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모델의 차이가 있는 것으

참조

또한 웹 개발자의 접근성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파
악하고자 국내에서 웹 접근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HN과 다음카카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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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개발자들의 접근성 준수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설문 대상자들
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웹 접근성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살펴보았다. 개방형 질문
분석 결과, 웹 접근성 촉진요인 중에서 본 연구의 연구모델(<그림 16> 참조)에 포
함되지 않은 항목은 풍부한 구현사례 및 모범 사례 제공과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지속적 업데이트가 나타났다. 그리고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내의
웹 개발 프로세스에 웹 접근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접근성 제고
를 위해서는 기업내에 웹 접근성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획, 개발, 서비스, 고객 의견 수렴 등 전 과정에서 접근성, 장애인 고객을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하다.

웹 접근성 저해요인 중에서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웹 접근
성 평가의 어려움 및 비객관성, Ajax, Flex 등 신기술 활용 시 웹 접근성 준수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또한 웹 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과 교육의 부족하다는 의견
도 나타났다. 웹 접근성 준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
력 양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설문조사, 선도기업 사례분석, 개방형 질문 분석 등의 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조직적 역량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보다는 개인적 역량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웹 개발자의 접근성
준수 태도와 준수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조직적 역량보다는 개인적 역량이 크
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적 역량에서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규범적 신념, 접근성 인식, 접근성 효익, 커뮤니케이션의 C. R. 값은 4.56,
3.83, 3.27, 2.59로 나타났다. 조직적 역량에서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접근성 법률 인식, 사회공헌 활동의 C. R. 값은 2.26, 2.00으로 나타났다. 개
인적 역량에 채택된 4가지 요인들의 C. R. 값이 조직적 역량에서 채택된 2가지 요
인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는 조직적 역량보다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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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지원보다는 개발자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의 지원제도(시간, 예산, 인원 등)는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IT 도입과 달리 웹 접근성에서는 조직의 지원제도가
높으면 준수 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이 기각된 것이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다른 IT 도입과 같
이 조직적인 투자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적인 배
려와 관심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웹 접근성 전문 컨설팅 기업인 WebAIM이 2014년에 전 세계 웹
접근성 개발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유사한데, 웹 접근성 동기요인으
로는 '올바른 것을 수행한다(right thing to do)'라는 도덕적인 동기 요인이 82.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 저해 요인으로 예산 등의 자원 부족이 13.9%
에 머문 반면 접근성 인식 부족은 36.2%로 높게 나타났다(WebAIM, 2014). 조직
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접근성을 위한 조직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보다는 접근
성 인식 등의 개인 역량 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카카오의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는데, 다음카카오의 경우
웹 접근성 제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활동은 예산, 시간, 인원 배분이 아니라
장애인 사용자 테스트와 접근성에 대한 공감대 및 분위기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어려움,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보다는 개발자 개인들의 접근성 인식 정도가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발자들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설문 분석 결과, 개발자들이 웹 접근성과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조직(커뮤니티, 연구회 등)의 참여 정도와 웹 접근성 관련 정보습득 및 의사소통을
위해 SNS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웹 개발자들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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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웹 접근성 저해요인으로 클라이언트,
웹 기획자, 웹 디자이너, CEO 등 웹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접근성 준
수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NHN은 ‘널리(http://nuli.navercorp.com/)’, 다음카카오는 ‘다룸(http://ui.daum.net/)
’이라는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웹 접근성 관련된 지침, 가이드라인, 평가도구, 개발
라이브러리 등을 내부 개발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개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또한 NHN에서는 웹 접근성 관련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1
회씩 웹 접근성 관련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넷째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이
많을수록 개발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카카오 사례에서 알 수 있는데, 다음카카오의 경우 2011년부터 IT 기업의 주
요한 사회공헌의 하나로 웹 접근성 제고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음카카오는 자사의
개발자들이 웹 접근성 제고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개발자들의 웹 접근성 준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장애인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카카오가 웹 접근성
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년 실시한 시각장애인 사용자 실태조사이다 이 사례에

서 나타나듯이 웹 접근성의 출발점은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애로점을 파악하는 것
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용 애로점을 조직내에서 공유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때 웹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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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절 연구의 의의 및 제언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 세계적인 웹 접근성 관련 법 제도 강화에 따
라 웹 접근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웹 접근성
분야에

태도이론

혁신 확산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및 그간의 웹 접근성 연구를 토대로 웹 접

근성 표준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모델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 평가 방법론 개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기존 웹 접근성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웹 접근성 연구에서는 중요하계 고려하지 않았지만 웹 접근성 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변수를 발견하였다

둘째 웹 접근성 개선의 출발점이 되는 웹 개발자의 표준 준수 태도와 준수 의도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룩된 소중한 웹
접근성 표준은 결국 웹 개발자의 노력 관심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비
로서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자에 대한 실증적 분석 웹 접근성 관련 선
도기업 사례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향후 웹 접근성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국가별 기관 성격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공공기관의 접근성 준수 평가와 특정 국가내의 접근성 준수 정도를 파악하
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함께 분석의 대상으
로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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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의 접근성 준수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의 주요한 이슈이지만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였던 표준과 관련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표준의 연구에서 다소 관심이 없었던 표준의 준수 요
인을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논문은

분야에서

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년까지 표준과 관련된

표준에 대한 연구에서는 표준의

확산과 실패요인을 거의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웹 접근성 현황 분석 표준 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 실증 분
석 및 선도기업의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기
업 웹 개발자들의 인식제고가 최우선 과제라는 결론이 나타났다 이에 웹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접근성 정책

홍경순 외

인

및 접근성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웹 접근성

과 관련된 전사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업이 어떤 방법
과 전략으로 접근성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직
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접근성 정책이 수립된 조직이 접근성 정책이 없
는 조직보다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로
공식적 조직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년부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사부와 사회공헌 팀을 주축으로 비
및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를 위한 접근성 제고 정책을 수립

하였다 또한 기획부터 개발 유지보수 등의 전

과정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성
공적인 웹 접근성 정책과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직군 기
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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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웹 접근성 인식 전에 장애
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
체험 스쿨

등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우선 장애인을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애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
는

보조기기 체험장 강서구 등촌동 소재

또는 앞서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NHN 본사 건물(분당구 정자동)의 “웹 접근성 체험 공간”의 방문하거나 NHN의 웹
접근성 온라인 체험관29) 사이트 방문을 권장한다.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문제점을 묻거나 자사 제품과 서비
스를 장애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카카오의 사례에서 보
듯이 접근성 인식 제고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만나 문제점을 보고 듣는 것
일 것이다 장애인의 애로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현
대카드에서 실시한 고객들의 통곡의 벽

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객의 소리

접수는 획일화된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지

말고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전화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

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통신중계서비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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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동 등을 고려해야

셋째 접근성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라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사례분석에 있는

의 경우 웹 직군별로 접

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용 등의 문제로 사내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나라
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웹 접근성 실무 기초 과정을 수강할 것을 권장한다
의 널리

한국 웹 접근성 그룹에서 진

행하고 있는 다와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

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이 재미있게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애로점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키보드 이용하지 않는 날

이 동영상 보는 날

이미지에 음성을 붙이는 날

소리 없

등의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도 접근성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접근성 관련 행사인

프

로그램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 예산 비용 전문가 등이 없어 웹

접근성 개선이 어려운 비영리기관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웹 개발자들을 매칭하여
비영리기관의 웹 사이트 접근성을 개선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해 개발자는 재
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의 기회를 비영리기관에게는 접근성을 준수하여 장애인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변모하는 기회가 된다

넷째 웹 접근성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민하라 웹 접근성 관련 공헌이 큰 웹
개발자에 대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 포상 휴가 등 방안을 회사의 사정에 맞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접근성 공헌도가 높은 기업과 개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웹 접근성 그룹

디자인코리아 등 민간 커뮤니티나 장애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 금융 쇼핑 등의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를 수행하여 접근성이 높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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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웹 접
근성 준수를 통해 기업들이 가시적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접근성을 인식하고 준수하게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라 생각한다

다섯째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웹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라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가 웹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에서도

년부터 분기별로

네이버 접근성 리포트 를 발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추진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
다는 것이다

여섯째 웹 접근성 관련 오피니언 리더

를 육성하라 조직의 내부에

서 접근성을 확산할 수 있는 전도사를 육성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웹 접근성
과 관련된 최신 뉴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웹 접근성 관련 전문가 장애인
이용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오피니어 리더를 조직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소기업 등 웹 접근성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 및 기
관의 지원을 위해 웹 접근성 전문 기술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일곱째 장애인을 웹 접근성 테스트 요원으로 고용하라 웹 접근성 인식에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애로점을 함께 고민하여 내부에서 해
결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자사 서비스의 접

근성 문제를 내부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로도 많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일 경우 자사의 서비스를 보다 좋게 개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직업 창출의 기회가 되고 기업에서도 법적으로
준수가 의무화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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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웹 개발자만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
악하였다. 웹 개발에서 개발자가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지만, 웹 개발의 특성상 발
주자(client), CEO, 임원 등 의사결정자의 인식정도도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향후에는 발주자와 개발자간의 인식 차이
의사결정자와 개발자간의 인식 차이 발주자와 의사결정자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 기업들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접근성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진
단도구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웹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자신의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손쉽게 파
악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접근성 제
고 추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접근성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산,
시간 등의 조직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보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개발
자 또는 기업이나 기관의 접근성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자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의 애로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 유형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
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웹을 개발할 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 등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지 장애인
에 대한 웹 이용 애로점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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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웹 접근성 준수 현황
1)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49개) 웹 접근성 준수 현황(평균 96.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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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주요 민간기업(91개)의 웹 접근성 준수 현황(평균 88.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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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주요 공공기관(50개) 웹 접근성 준수 현황(평균 83.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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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주요 민간기업(99개)의 웹 접근성 준수 현황 (평균 6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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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주요 공공기관(49개) 웹 접근성 준수 현황(평균 88.5점)

- 151 -

- 152 -

6) 영국의 주요 민간기업(98개)의 웹 접근성 준수 현황(평균 73.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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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개발자의 접근성 콘텐츠 개발 촉진 및 저해요인 관련 설문지

웹이 탄생한 지 25년, 한국에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웹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이 장애인의 웹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이 웹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2009년 4월 공공분야를
필두로, 2013년 4월에는 민간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였
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콘텐츠를 만드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접근성을 고려한 콘
텐츠 개발을 촉진 및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인의 민간기업 웹 접근
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질문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번거로우시더라도
10~15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셔서 빠짐없이 진솔하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감
사하겠으며 추후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술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작성자 개인 정보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현준호
지도교수 : 권태형
문의처(e-Mail) : jhyun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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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개발자 배경 요인
1. 귀하는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에 필요한 HTML, CSS 관련 충분한 구현 기술
(skills)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 귀하의 웹 관련 개발 경험 기간은? (

)개월

3. 귀하의 웹 접근성 관련 개발 경험 기간은?

(

)개월

4. 귀하는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에 필요한 지침, 장애인 보조기술 등에 대한 충분
한 지식(knowledge)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귀하는 평소 업무를 수행할 때 공평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6. 귀하는 평소 업무를 수행할 때 열린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7. 귀하는 영어로 된 웹 사이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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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는 웹 개발 관련 정보 습득을 위해 영어로 작성된 웹 사이트를 자주 이용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Part 2. 웹 접근성 촉진 및 저해요인

9. 귀하의 동료(colleagues)는 귀하가 접근성을 고려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0. 귀하의 상사(manager)는 귀하가 접근성을 고려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1. 귀하의 최고경영자(CEO)는 귀하가 접근성을 고려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
고 기대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2. 이미지 정보를 귀하가 제공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 텍스트(alt
text)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3. 동영상 정보를 귀하가 제공할 때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자막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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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4. 귀하는 마우스, 터치패드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각 및 지체 장애인 등을 위
해 키보드만으로 이용가능하게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5. 귀하는 시각, 지체 및 지적 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의
움직임을 제어(정지, 앞/뒤 이동 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6. 귀하는 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caption 요소(표 요약정보), 제목
정보(<th>)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7. 귀하는 입력 서식을 이해하고 입력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레이블(<label>)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8. 귀하는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마크업 언어(html)의 문법(W3C HTML 표준)
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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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때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y: 스크린리더 등)를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0. 귀하는 웹 사이트에서 전자문서(PDF, 워드, 글 등)로 정보를 제공할 때 접
근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전자문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1. 귀하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해당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이미
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2. 귀하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등 새로운 고객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3. 귀하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4. 귀하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기존
에 개발한 웹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60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5. 귀하는 접근성과 관련된 회사 내부의 공식적 조직(웹 접근성 TF, 웹 접근성
프로젝트 팀 등)에 얼마동안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예: 총 웹 개발 경력 120개월, 웹 접근성 공식적 조직 참여 24개월 → 20%)

① 근무기간의 81%-100% ② 근무기간의 61-80% ③ 근무기간의 41%-60% ④
근무기간의 21%-40% ⑤ 근무기간의 1%-20%

26. 귀하는 웹 접근성 관련 커뮤니티(한국 웹 접근성 그룹, CSS 디자인 코리아
등) 및 연구회 등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① 항상 참여한다 ② 자주 참여한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참여한다 ⑤ 전혀 참여
하지 않는다

27. 귀하는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정보습득 및 의사소통을 위해 SNS(Facebook,
Twitter, Google+ 등)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활용한다 ② 자주 활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활용한다 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28. 귀하는 최신 정보 습득 및 접근성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웹 접근성 관련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
하십니까?
① 항상 참여한다 ② 자주 참여한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참여한다 ⑤ 전혀 참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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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귀하의 조직은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접근성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인원
을 배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0. 귀하의 조직은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1. 귀하의 조직은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2. 귀하의 조직은 개발 및 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
로 접근성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3. 귀하의 조직은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웹 접근성 관련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4. 귀하의 조직은 접근성 준수를 위해 웹 사이트 개발과 유지할 때 장애인 고객
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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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환경 요인

1. 귀하의 조직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를 준수하기 위해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 귀하의 조직은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를 개발할 때 법적인 제재(소송
등)를 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 귀하의 조직은 접근성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4. 귀하의 조직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접근성 준수 활동을 진행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귀하의 조직은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Part 4. 태도 및 접근성 개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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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개발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 귀하는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개발을 좋아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 귀하는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개발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4. 귀하는 향후 개발하는 웹 콘텐츠를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할 것입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귀하는 향후 콘텐츠를 유지 보수할 때 접근성 표준을 준수할 것입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Part 5. 웹 접근성 제고 방안

1.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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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인구통계학적 요인

1.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이하 ② 21-30세 ③ 31-40세 ④ 41-50세 ⑤ 51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가 속해 있는 조직의 규모는?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매출액 400억원 미만) ③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6. 귀하의 월 소득은(통계청, 14년도 2/4분기 5분위 소득)?

① 130만원 미만 ② 130만원~270만원 미만 ③ 270만원~490만원 미만 ④ 490만
원~780만원 미만 ⑤ 78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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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설문지 중복 응답 등의 오류를 방지하고, 본 연구의 요약을 보내 드리
고자 귀하의 소속과 e-Mail 정보를 요청 드리며, 본 내용은 통계분석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귀하의 소속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하의 e-Mail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현준호(jhyun22@gmail.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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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 국내 선도기업 사례분석 인터뷰 설문지

1. 귀하의 조직은 언제부터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까 ?

2. 귀하의 조직에서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3. 귀하의 조직에서 웹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신 활동은 무엇입니까 ?
(인식제고, 교육, 캠페인, 솔루션 도입, 사용자 평가, 벤치마킹, 조직구성 등 모든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 위의 접근성 제고 활동 중에서 귀사의 조직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3-2) 위의 접근성 제고 활동 중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활동은 무엇이라 생
각하십니까 ?

3-3) 위의 접근성 제고 활동 중에서 조직원의 저항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

4. 최고경영자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

5.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부와 어떠한 협력을 진행하셨습니까 ?

- 167 -

6.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타 기업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현준호(jhyun22@gmail.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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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4 > 현준호의 접근성 관련 연구

< 표준화 참여 현황

1. 정부 고시
1)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32호, 2011년 7월 14일 개정)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38호, 2011년

9월 22일 제정)

2. 국가표준
1)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KICS.KO-09.0040, 2007년 10월 19일)

2)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2005년 12월 21일)

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ICS.OT-10.0003/R1, 2010년 12월 31일)

3. 단체표준
1)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TTAS.OT-10.0074, '06년 12월 27일)

2)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TTAS.KO-10.0213, 2006년 12월 27일)

3) 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0(TTAS.OT-10.0073, 2006년 12월 27일)

4)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TTAK.OT-10.0294, 201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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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서적 번역 >
짐 대처,마이클 버크스, 크리스티앙 하일만, 숀 로튼 헨리, 앤 드류 커크 패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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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D. Dissertation

Abstract

Influential Factors on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Standard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Web Developers

Joon-Ho Hyun
Department of MIS
The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 By Tim Berners-Lee(Inventor of Web)

The drama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Web penetration
has brought information society forth. On information society, the source of
wealth of the individual, the society and the nation is the ability to create and
utilize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refore, the Web access becomes an
essential tool to live in information society.

The Web is fundamentally designed to work for all people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hatever their hardware, software, language, culture, location,
or physical or mental ability. To do achieve this goal, the Web is accessible to
people with a diverse range of hearing, movement, sight, and cognitiv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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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when websites are badly designed, they can create barriers that
exclude people from using the Web. In order to eliminate these barriers, web
developers should comply with web accessibility standard.

According

to

the

'2013

Annual

Web

Accessibility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MSIP) and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average web accessibility score of
public sector's websites is 92.4 point out of 100 point, but private sector's is
78.5

point.

So

private

sector

websites

needs

to

improve

their

websites

accessible.

This

study

investigates

why

web

developers

don't

comply

with

web

accessibility standard. In order to find influential factors on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Standard, two research

questions are

developed-(1) What's the

web accessibility statu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websites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2) Why web developer's
don't comply with web accessibility standard?

To investigate first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accessibility of
important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Blue house, White house, The Prime
Minister

Office,

FTSE100

among

etc.

and

Korea,

privates

United

companies

States,

United

such

as

Kingdom.

KRX100,
This

NYSE100,

sample

was

selected because it usually provides leadership in the use web technology.
Finally, 436 websites were analyzed with PAJET web accessibility validation
tool.

Overall results of analysis, an average of 436 websites accessibility score is
79.7 point out of 100, Korea's(140 websites) average is 91.4 point,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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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s(149 websites) average is 69.8 point, United

Kingdom's(147

websites)

average score is 78.7 point. Average score of public websites(148 websites) is
89.4

point,

privates

websites(288

websites)

is

74.7

point.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 such as country and category of organization(public
vs private),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conducted. Two
one-way

ANOVA

test,

p-Value

is

0.000,

000.

There

result of th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untry group and category of organization.

To investigate second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model

for

attitude

intention

theory,

to

Theory

complying
of

web

Planned

accessibility

Behavior,

standard

Diffusion

of

based

on

IT

Innovations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influential

factors

on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the online-quantitative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collect
data from a selection of web developers in Korea. The dependent variable was
intention

to comply web accessibility standard, the

mediating variable

was

attitude to comply web accessibility standard.

This

study

examined

colleague,

manager,

Accessibility-necessity

seven

independent

CEO,
of

(2)

variables:

Perceived

providing alt-text,

(1)

Normative

Awareness

captions for

belief-

on

multimedia

Web
content,

label for input form, etc., (3) Perceived Benefits of Web Accessibility-creating
better

image

search

engine

informal,

(5)

Awareness

of

for

companies/organization,

optimization,
Organization's
Accessibility

etc..

,

(4)

attract

Communication

support-time,
Law,

new

(7)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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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ctivities

customers,

increasing

capability-formal
budget,
of

training,

Corporate

and
(6)
Soci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urvey data to
determine model fitness of proposal research models and significa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to attitude and intention to comply web accessibility
standard.

This study found six influential factors which can be used as a guideline on
how

to

increase

compliance

Normative

Belief,

(2)

Perceived

Benefits

of

Awareness

of

of

web

Perceived
Web

Accessibility

accessibility.

Awareness

Accessibility,
Law,

(4)

(6)

on

These
Web

factors

Accessibility,

Communication

Activities

of

are

(3)

capability,

Corporate

(1)

(5)

Social

Responsibility.

Also, Best practices study was conducted as a tool to find insights and
solutions for increasing web accessibility. Two dominant companies of web
accessibility and web business field in Korea, which are NHN and DaumKakao,
were selected to analyse.

The results indicates that a influential factors for complying web accessibility
standard

is

individual

factors

such

as

awareness

and

benefits

of

web

accessibility, not organization's support. To increase compliance's rate on web
accessibility standard, companies should be made common sense of importance
on web accessibility.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accessibility, seven
activities are recommended (1) develop accessibility policy, (2)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target customer, (3) operate training course & campaign, (4)
create

incentive

systems - carrot and

stick, (5) conduct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6) cultivate opinion leader, (7) hire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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