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우선 순위 ICT 접근성 표준 구현
가이드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툴킷
이 툴킷에는 세계 각지의 스마트 시티가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ICT 접근성
및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툴킷은 프로그램 관리자, 정책 결정자,
최고 정보 책임자(CIO), IT 전문가, 학술
기관, 조달 공무원, 접근성 전문가, 스마트
시티의 기술 공급업체, 스마트 시티 앱 및
솔루션을 설계하는 개발자, 장애인 단체 및
지지자 등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역할을 지원합니다.

접근이 용이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은 스마트 시티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ICT 접근성 기준을 정의하는 세 가지
핵심 표준을 제공하며 도시에서 이러한 표준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책임자가
취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조치의 단계별 점검 목록을
소개합니다.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ICT 접근성 조달 정책 채택 가이드
세계 각지에 있는 스마트 시티는 각각 ICT 구매력을
비롯한 상당한 구매력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노년층의
권리와 디지털 포용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도시에서 구매한 모든 ICT에 대해
장애인과 노년층의 접근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가이드는 모델 조달 정책을 보여주며,
이를 채택하기 위한 단계별 점검 목록을 제공합니다.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도시의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설명
더욱 포용력 높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장애 및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툴은
도시의 디지털 서비스에 ICT 접근성을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툴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비즈니스, 인권 및 기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스마트 시티는 곧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여야 한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리소스
www.smartcities4all.org에서 추가
툴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
info@smartcities4all.org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 데이터베이스(알파 버전)
ICT 접근성을 프로그램과 솔루션에 통합하는 스마트
시티는 장애인과 노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자립생활,
공공안전, 교통, 고용, 온라인 공공 서비스 등의 주요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스마트
시티에서 구축할 수 있는 기존의 제품과 솔루션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알파 버전으로 출시되었으며 개념 증명 메모, 테스트
로드맵, 현재 DB에 있는 350개가 넘는 솔루션 예제,
그리고 베타 버전으로 전환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