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업 증진
– 고객 서비스 –

다섯 명 중 한 명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 눈에 띄거나 띄지 않는 장애,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 모두를 말합니다.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 – 
정중히 대하며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 
먼저 질문합니다 – 고객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질문을 함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고객과 동행한 사람이 아닌 
고객에게 직접 말합니다 – 
계속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세요.

집중해야 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 장애가 아닙니다

촉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라벨 및 메뉴를 
또렷이 합니다 – 큰 활자, 
선명한 대비 색, 양각기법을 
사용하세요.

신규 고객

펑소처럼 이야기 하며 또렷이 
전달하고, 경청합니다 – 
펜과 종이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세요 – 특히 듣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말입니다.

안내를 요청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팔을 
내밀어 줍니다 – 이에 따라 
고객이 팔꿈치 윗부분을 
잡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 볼륨을 낮추고 
소음을 줄입니다 –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직원과의 의사소통 및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옵션을 두어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방문하세요:

cityofparramatta.nsw.gov.au/access-guidelines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업 증진
– 물리적 설계 –

다섯 명 중 한 명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 눈에 띄거나 띄지 않는 장애,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 모두를 말합니다.

사업체의 입구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입구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벽에 서로 대조되는 
색을 사용합니다. 직원들이 카운터에서 

입구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사로 혹은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없앱니다 – 영구 
혹은 임시 경사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사업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테이블을 75-86cm 사이로 
구성합니다 – 그리하여 
휠체어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탈의실의 크기를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고객 서비스 카운터 높이는 
75-80cm 사이로 합니다 – 
이에 따라 직원들이 휠체어 
사용자를 쉽게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로 및 복도는 비워둔 채로 
두어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휠체어 
사용자들의 이용을 위해 
폭이 충분하도록 합니다 – 
최소 1.2m.

사용 가능

1.2m

입구

신규 고객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방문하세요:

cityofparramatta.nsw.gov.au/access-guidel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