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를 위한 접근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청중이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의 정책입니다. 

—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은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및 Web Accessibility Initiative(WAI)에서 발표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WCAG)의 레벨 A 및 레벨 AA 

성공 기준 및 적합성 요구 사항에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 정책을 배포하고,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콘텐츠와 형식을 설계, 개발, 유지 관리, 관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의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  화면 리더 또는 음성 대화형 소프트웨어 사용 

—  데이터를 입력하고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 키보드만 사용 또는 주로 키보드를 사용 

—  점자 출력 장치 사용 

—  화면 키보드 사용 

—  텍스트 확대 소프트웨어 사용 

—  웹 페이지를 보려면 글꼴 크기 및/또는 색상을 조정하는 기능 필요 

—  동영상 콘텐츠에 액세스하려면 오디오 설명 필요 

—  오디오 및 영상 자료에 액세스하려면 캡션 필요 

—   접근성, WCAG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리소스로 일할 수 있는 회사 접근성 리더 및 리더십 팀을 지정했습니다. 

—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평가, 수정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접근성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 파트너로서 eSSENTIAL Accessibility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보조 기술을 제공합니다. 저 시력 및 운동 능력 장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을 통해 제공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마우스 및 키보드 대체, 음성 인식, 음성 지원, 핸즈프리/터치프리 탐색 등과 같은 도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웹사이트 탐색 및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ADA에서 요구하는 보조 지원 및 통신 지원 역할을 합니다. 

—   제3자 공급업체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용으로 개발한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은 당사가 제어하지 않고 직접 제휴하지 않은 제3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연결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문자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https://www.w3.org/TR/WCAG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