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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학습에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의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온라인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보격

차를 이기 해 장애인의 웹 근성을 의무화한 법률을 공표하 으나 그것이 실행되는 단계

는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는 색각이상을 가진 학습자를 해 주요 교육용사이트의 색채 구성에 

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용사이트의 설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액센트 컬러를 붉은색 계열 외에 다른 컬러를 활용한다. 둘째, 화면의 흑백 환기능을 추가한

다. 셋째, 동 상과 래쉬 색 구성을 색각이상자에게 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키워드 : 인터페이스, 웹 근성, 색각이상자

A Study on Interface Design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of Color Blindness Using Analysis of 

Educational Web Sites

Yu-Jin Choi＊, Woo-Chun Jun

Dept. of Computer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In current knowledge-based society,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ols are 

used in educational fields. Especially web becomes the most popular tool. However, for the 

disabled, web accessibility is a still main problem to overco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of color blindness by analyzing the educational web sites. 

The three suggestion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se accent colors other then red 

or orange. Second, add the black and white conversion feature function on the screen. 

Third, construct colors of video clips and flash files that are appropriate for people with 

color bl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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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C보 률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웹환경이 발달하면서 교육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온라인교육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교육의 확산과 

함께 많은 교육용사이트  교육용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  학생들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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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학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은 정보의 

소외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9년 4월

부터 장애인의 웹 근성을 의무화한 법률공표

[1]로 인해 공공기 과 자정부사이트를 심

으로 웹사이트의 웹 근성을 높이기 한 사

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그 단계는 미미한 

수 이다. 

특히,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장이 된다는 에서 볼 

때 교육용사이트의 장애인을 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장애학생들의 효과 인 학습을 가늠할 

수 있는 큰 척도가 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설

계는 학습자들의 학습의 집 도와 흥미를 좌

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까지 

색각장애를 겪는 학습자의 웹 근성 향상을 

목 으로 하는 연구나 그들을 한 홈페이지

를 만든 홈페이지가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으로 2장에서는 

이론  배경을, 3장에는 교육용 홈페이지를 이

용할 때 색각이상자가 겪는 주요 문제 을 분

석한 내용을, 4장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

으로 색각이상학습자의 웹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방향을,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이론  배경

2. 1 색각 장애

시각 장애  가장 가볍고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색각장애 (색맹)이다. 색

맹은 유 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여자보다

는 남자에게 더 흔하다. 이들은 색상을 구분하

는 것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제약을 느

끼지 못한다. 색각장애는 색맹, 색약, 녹

색맹 등으로 구분된다[2].

2. 1. 1 색맹

색맹의 경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

는 극히 드물다. 색을  보지 못하며 모든 

것이 흑백 화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색은 

어둡게 청색은 밝게 보일 뿐이다. 

2. 1. 2 색약

색약도 드문 것이며, 선명한 색은 식별할 

수 있으나, 색이 흐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며 

색맹과 같은 증상은 없는 것이다.

2. 1. 3 녹색맹

녹색맹은 가장 흔한 경우로, 색과 녹색 

 색의 구분이 힘들다. 황녹색과 갈색 등

은 식별되지 않으나 청색과 황색은 비교  잘 

보인다.

2. 2 색각 이상자의 웹 사용 환경 특성

색각이상은 시각장애  가장 흔한 경우이

다. 재 우리나라에서 색맹은 장애로 간주되

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성인구의 10%가 색맹

증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 수치가 아니고 

웹에 있는 일부 컨텐츠를 보는 능력에 향을 

주므로 이에 한 배려가 필요하다.

색맹은 문제가 되는 특정 색은 완 히 구

별하지 못한다. 이런 색맹은 가장 희귀한 경우

이고 다수는 란색이나 노란색처럼 문제가 

되는 색은 일부라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녹색맹은 검은색, 흰색, 회색은 잘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이 겪는 웹환경에서의 장애는 단순하게 

색과 녹색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텍스트와 배경색

의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재 

부분의 웹 디자인이 시각 인 측면을 강조

하고 있다는 추세를 가만할 때 웹디자인의 화

려함은 오히려 색맹장애인들에게는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 색맹사용자들의 웹 근성을 높

이기 한 색상선택은 매우 요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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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인터페이스

2. 3. 1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개념

인터페이스란 ‘이질 인 두 가지 물질이 

한다.’라는 의미의 화학용어로 처음 사용되

었다. 그 사  의미는 어떤 사물의 을 

말하며, 일반 으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세계

가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세계가 상호 교섭

하는 장을 의미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일차 으로 사람과 도구, 기계, 컴퓨터, 시스템 

등의  혹은 하나의 상과  다른 상

과의 을 의미하며, 이차 으로는 사용자와 

각각의 시스템 사이의 ‘정보채 ’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4].

인터페이스에 한 이와같은 개념을 기 로 

생각해볼 때, 인터페이스는 실생활 속에서 경

험하게 되는 거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존재한

다. 를 들어 가 제품과 정보통신 기기들에 

부착되어 있는 소형 액정화면이나 조작 스

치들을 들 수 있다. 이 듯 인터페이스는 사용

자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가 제품이나 시스템 

사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품이나 시스템이 즐겁

고 편안하며, 새로운 기능에 한 학습의 부담

을 별로 느끼지 모사는 사용자의 사용편의성

이 보장될 때 인터페이스가 사용가능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5].

2. 3. 2 웹페이지  인터페이스 디자인 구성요소

가. 텍스트: 자간, 행간, 서체의 크기, 굵기, 

스타일, 시 지각, 가독성 등 기능 인 측면과 

형태나 색채와의 조합에 의한 상징, 의미, 아

름다움 등 조형 인 측면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 

나. 이미지: 이미지는 체 으로 사용되거

나 부분 으로 조합되고 가공되어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체 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는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나 여러 개의 이미지가 

합성 되어 구성되기도 하며 이미지의 부분을 

확 하여 은유  시각효과를 강조하는 데 활

용하기도 한다.

다. 사운드: 아이콘 등에 사용되는 사운드는 

사용자들에게 버튼 사용에 있어서 제 로 조

작이 되었는지에 한 즉각 인 피드백을 

으로써 시각 인 요소들의 기능에 한 보조

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 동 상: 동 상은 스타일과 내용이 다양

하므로 인터페이스의 다른 요소들과 조화되도

록 하여야 한다.

마. 애니메이션: 생동감과 움직임을 불어넣

어 다. 지나친 애니메이션 사용은 주의를 산

만하게 하므로 효과가 상쇄되므로 제한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바. 버튼: 버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버튼의 

치 한 인터페이스에서는 매우 요하다. 

버튼의 치가 일 으로 치하여야 한다.

사. 배경화면: 배경화면은 화면 의 그래픽 

요소들이 공 에 떠 보이지 않게 빈 공간을 

메워 으로써 그래픽 요소들의 치와 환경

을 제공 한다[6].

3. 교육용 사이트 분석

3. 1 연 구 상  분석  방법

 

3. 1. 1 연 구 상 : 주 요 교육용 사이트 

-꿀맛닷컴 (www.kkulmat.com), ebs사이트 

(www.ebs.co.kr), 에듀넷 (www.edunet4u.net)

사이트 선정은 랭키닷컴 

(www.rankey.com)에서 온라인교육 카테고리

에서 가장 방문빈도수가 높은 ebs사이트, 그리

고 국가에서 제공하며 순 가 다음으로 높은 

꿀맛닷컴과 에듀넷을 선정하 다.

 3. 1. 2 분석 방법 

색맹 장애인의 경우 맹장애인이나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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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겪는 반 인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색각 이상이기 때문에 부분 비

장애인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교육용사이트의 색채구성 분석에 을 

맞추었다.

3. 2 분석  결과

3. 2. 1 꿀맛닷컴

(그림 1)은 꿀맛닷컴 메인화면을 캡쳐한 것

이다.

(그림 1) 꿀맛닷컴 메인화면

다음 <표 1>은 꿀맛닷컴 색상구성을 분석

한 내용이다.

배경색
 # f f f f f f

메인컬러
 #009900

악센트컬러
 #dd0000

<표 1> 꿀맛닷컴 색상구성

배경이 흰색이고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홈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색각장애를 가진 학

생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

을 가진 학생들을 한 (자동으로 흑백으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가진) 기능 가지고 있지

는 않다. 한 녹색과 색이 섞여 있는 그림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녹색맹을 가진 학생들

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 

다만 아쉬운 은 공지사항 부분이 녹색과 

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지하

기 어려울 것이라고 상된다. 한 강조하는 

문장이나 단어는 단지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굵게’ 효과 등이 없으므로 색맹인 학생이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각 메뉴에 아이콘 커서를 올렸을 때 

원래 하얀색이 씨가 노란색으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색각이상을 가진 학습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상된다.

3. 2. 2 EB S  사이트

다음은 ebs메인화면을 캡쳐한 그림과 색상

구성을 분석한 표이다.

(그림 2) ebs 메인화면

배경색
 # fff ff f

메인컬러
 #009900

 #6d6d6d

악센트컬러
 #4198d8

<표 2> ebs 색상구성

ebs색상구성은 배경색은 흰색이고 녹색이 

주색이다. 이 두 가지 색으로 메인화면이 구성

되어있으며 씨는 부분 회색으로 쓰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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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색이 단조로우며 

색맹인 학생에게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간혹 'GO'라고 클릭하는 메뉴의 

씨가 흐리고 작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한 악센트컬러가 주황이기 때문에 

녹색맹인 학습자는 메인컬러와 구분이 어려

울 것이다.

3. 2. 3 에듀넷

(그림 3)은 에듀넷 메인화면을 캡쳐한 것이

다.

(그림 3) 에듀넷 메인화면

에듀넷의 경우 가장 색 구성이 단조롭다고 

할 수 있다. 녹색을 기본으로 진한 녹색, 연한 

녹색 등 채도의 변화를 두고 홈페이지 메인화

면을 구성하 다. 녹색과 색이 섞여 있지 않

아 녹색맹인 학습자도 혼동하는 일 없이 쉽

게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도의 

변화만 두었기 때문에 색맹인 학습자가 인

식할 때는 모두 흑색 는 회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 으로 인식하기가 조  더 어려

울 것이다. 

다음 <표 3>은 에듀넷 메인화면의 색상구

성을 나타낸다.

배경색
 # f f f f f f

메인컬러
 #669966

서 컬러
 #80212a

<표 3> 에듀넷 색상구성

4. 색각이상 학습자를 한 인터페이스 

설계방향

4. 1 기존 사이트의 분석 결과

첫째, 분석한 기존 사이트 3개 모두 색각장

애 학습자를 한 흑백 환기능이 없었다. 흑

백 환기능은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홈페이지

를 색맹 학습자나 녹색맹 학습자의 편안

한 학습을 돕기 해 흑백으로 변환시켜 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3 사이트 모두 이런 기능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3개 사이트 모두 액센트 컬러를 붉은 

계열을 사용하고 메인컬러를 녹색을 사용하

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녹색맹의 경

우 붉은 색과 녹색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

므로 액센트 컬러가 붉은계열인 것은 색각장

애 학습자에게 불편함을  수 있다.

셋째,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색 구성은 단조

롭지만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용 콘

텐츠 (동 상, 래쉬 일 등)의 색 구성은 

다양하고 색각이상자가 인지하기에 어려운 색

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 인 교육이 이루어

지는 교육용 콘텐츠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

에 색각이상자들의 학습에 많은 불편함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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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인터페이스 설계방향

의 교육용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색각이

상 학습자의 웹 근성 향상을 한 인터페이

스 설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센트 컬러를 주황이나 붉은색 외에 

다른 색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강조해야 한다. 주황색이나 붉은색 계열은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녹색맹 학습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색이다. 그러므로 강조의 효

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색이나 씨를 

굵게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색맹을 한 흑백 환기능을 홈페

이지에 추가하거나 색이 없는 상태에서도 쉽

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한다. 색맹이 아니더라도 일반 인 

홈페이지 화면을 흑백 린터로 린트 할 경

우에 색의 비가 없고 채도가 낮은 색으로만 

구성되어서 작은 씨들은 인지하기가 어렵다.

셋째, 웹페이지 뿐 아니라 동 상이나 래

쉬 제작을 할 때도 색구성에 을 맞추어야 

한다. 분석한 사이트들 모두 메인화면에 래

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 부분의 교육용 

콘텐츠는 동 상이나 래쉬로 만들어진다. 

래쉬 일의 경우 웹페이지보다 더 많은 색을 

사용하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색각이상자나 

색약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

므로 색각이상자의 색혼란을 이는 방향으로 

제작해야 한다.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에듀넷, 꿀맛닷컴, ebs사이트

의 색상 구성에 해 분석해 보았다. 3가지 사

이트 모두 상 으로 색채구성에 있어서 색

각이상을 보유한 학습자들도 학습에 용이하게 

홈페이지가 구성된 편이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을 둔 내용은 메인

화면에 한 것이고 실질 으로 학습이 이

지는 학습동 상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개 사이트 모두 색각이상학습

자가 학습하기에 합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설계 방향의 목   특

징은 색각이상 학습자에게 합한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생각이상 학습자들의 학습을 용이하

게 하고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색각이상 학습자에게 용이한 교육용사

이트 설계를 해서는 보다 더 많은 자료와 

함께 실제 색각이상을 겪는 학습자들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확인하여 그것을 수

정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본 

논문은 색채분석에만 을 두었지만 학습자

가 흥미를 느끼고 학습하기 용이한 인터페이

스가 무엇인지에 한 것에 한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육용사이트의 인

터페이스는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향상하고 

학습능력을 극 화 할 수 있는 기능도 내포하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색각이상 학습자들

의 학습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것이라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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