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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모바일 지도 앱의 UX 디자인

Designing Mobile Map App UX to Improve Transit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with Wheelchairs

양수지, Suzy Yang*, 김성우, Sungwoo Kim**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으로 각 지자체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 시설물의 실제적 사용성 품질이나 탑승 만족도 등 경험적 측면에서의 향상은 상 적으로 
더딘 편이다. 모바일 지도 앱 역시 크라우드 소싱으로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비
스 제공 지역 및 정보 양 부족으로 인해 지속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의 페인포인트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동 편의를 위한 지도 앱 프로토타입을 제작 및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시설/
환경, 비예측성, 개별성, 감성의 4가지 이동 페인포인트 경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도 앱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용자를 상으로 프로토타입을 평가하여 기존 앱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에서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The Mobility Enhancement for the Mobility Impaired Act」, 
each local government have been continuing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transit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with wheelchairs, but improvements in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facility, such as 
the actual usability quality and occupancy satisfaction, have been relatively slow.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collect accessibility information through crowd sourcing in the 
mobile map app, the lack of service areas and information volumes has not overcome the limits of 
persistence. Thus, there is no service available to enable movement of disabled with wheelchairs. 
This study identified the pain points and requirements of the disabled with wheelchairs through 
user research to design and evaluate map app prototype for their transit conveience. As a result, 
the four factors of pain point experience – facilities/environment, non-predictability, individuality 
and sensibility – were derived and used for analyzing map app cases for wheelchair users. This 
study also evaluated the prototype and found that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mobility of 
wheelchair users easily, even without deteriorating the usability of existing apps.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ed meausres that can be empathized by the user and 
substantially enhance the transit conveniece.

핵심어: Disabled with Wheelchairs, Transit Convenience, User Experience, Map, App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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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람은 매순간 ‘장소’에서 행동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특정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듯 장소는 개인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

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상에서의 장소의 확장은 곧 개인의 삶

의 영역의 확장이며, 이를 위해 ‘이동’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디

지털 시 인 지금,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중교통 및 

보행 환경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모바일 지도 앱을 이용하여 실

시간으로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고 이동하면서 적극적으로 개

인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휠체어 사

용 장애인 일상과 삶의 형태는 어떠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접근권(Rights to 

Accessibility)의 한 부분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안

전하고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보행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하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권리를 의

미한다[1]. 불과 15여년 전인 2003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동

권’ 이란 단어를 ‘신어’로 수록하기에 이르렀고, 수 년간의 장애

인 이동권 투쟁은 2005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

으로 결실을 맺었다[2].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노력하여 저상

버스 보급 확  등 양적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실제적 사용성 품질이나 탑승 만족도 등 경험적 측면

에서의 향상은 상 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는 같은 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는 각종 수치가 개선된 반면,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는 탑승 만족도가 하락한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간극은 저상버스에서 표적으로 나타난다. 저상

버스의 보급 확 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주된 평가 지표임에

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휠체어 사

용 장애인은 저상버스보다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 를 원했

으며,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요청하였다[3]. 

본 연구의 면접 상자도 “저상버스는 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상버스를 늘리기 전에 왜 안 타는지에 해 물어봐야 한다”

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렇듯 시설물 보급에 기반한 양적 확보

는 실질적 경험 향상에 한계를 가진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지도 서비스는 2010년 제작된 

독일의 Wheelmap이 표적이며, 이후 유사한 서비스인 

B.F.ZIDO(배프지도) 등이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외

에도 휠체어가 접근가능한(Accessible) 정보를 모으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지속성 및 실질적인 정보 양의 부족으로 휠

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지도 서비스

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비장애인과 분리된 서비스이기 때문

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장소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에 어려움

을 주는 경험 요소들이 무엇인지 사용자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지도 앱으로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시 페인포인트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이동 편의를 위한 지도 앱 UX 프로토타입을 

제작 및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는 항시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일시적 교

통약자인 임산부와 어린이를 비롯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

국인과 무거운 짐을 든 사람으로 분류된다[4]. 본 연구는 이 중 

이동에 제약이 가장 커 부분의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포괄할 

수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

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의 

중교통과 장애인콜택시로 지역과 이동 수단을 한정하여 진

행하였다.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용자 조사로 관찰 및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을 실시하여 페인포인트를 추출하고, 4가지 페인포인트 경험 

요소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페인포인트 경험 요소를 활용하여 휠체어 사용 장

애인을 위한 지도 사례 분석을 실시한 후 기존 서비스의 문제

점 및 보완점을 발굴하였다.

세 번째, 공동 창의 워크숍(co-creative workshop)을 통해 페인

포인트별 해결안을 도출하였으며, 지도 앱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상자의 해결 우선순위를 수집하였다.

네 번째, 아이디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도 앱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고 평가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2.1 장애인의 사용자 경험(UX)

장애인을 상으로 한 디자인 연구는 부분 편의성을 중심

으로 한 사용성에 치중하여 수행되어왔다. 신체, 정신 및 환경

적 차이로 인해 장애인의 사용자 경험은 비장애인의 사용자 경

험과 다름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한 직접적인 UX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5].

2.1.1 장애인의 사용자 경험 요소에 대한 연구

Lee et al.는  문헌 리뷰와 UX 전문가 토의를 통해 장애인 사

용자 경험 요소인 사용성(Usability), 감성(Affect), 사용자 가치

(User Value)를 도출하였으며, 해당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장애

인에게 보다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6]. N.N.Sze et al.는 장애인을 위한 외⋅내부 환경, 교통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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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국가별로 살펴본 후 가이드라인이 영향

을 미치는 4가지 요소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서비스 수준

(Level of service), 접근성(Accesibility), 안전(Safefy)을 도출하였

다[7]. 정동영 외는 문헌 리뷰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자 경험 

원칙, 보행 특징, 보행 환경에 한 세부 요소들을 정의하여 종

합적인 보행자 경험 체계를 제안하고 사용자 조사로 검증하였

다[8]. 

위의 연구들은 장애인의 사용자 경험 개념을 보다 넓은 범위

로 확장하였지만, 문헌을 기반으로 경험 요소들을 도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

계가 있다. 또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험 및 페인포인트

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상의 범위를 세분화할 필

요가 있다.

2.1.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조사 연구

장애인을 상으로 한 디자인 연구에서 사용자 조사는 상

자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상하

기 어려운 환경적 맥락과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찰에 기반한 정성적 연구들이 최근 수행되고 있다.

허병무는 능동형 보행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셰도잉(shadowing)

을 실시하여 각각의 상황에서의 페인포인트와 개선점을 도출하였

다[9]. 셰도잉이란 사용자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착하여 그들

의 행동을 관찰하는 소비자 행동 관찰법으로, Park et al. 역시 

시각 장애인의 실질적 니즈 파악을 위해 장시간 관찰을 통해 

행동 특성을 파악하였다[10]. 김지해 외는 기존 장애인의 휠체

어 사용에 한 연구들은 통제된 정량적 연구이거나 인터뷰 또

는 설문조사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진행되어왔음을 지적하며, 관

찰과 인터뷰가 혼합된 총체적인 사용자 조사 방법론을 제안하

였다[11].

본 연구 역시 디자인 요구사항 수집에 앞서 이동 경로에 따

른 행동 특성 및 페인포인트 발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셰

도잉과 인터뷰를 혼합한 조사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2.2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이동 편의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래로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디자인학, 사회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국내 인구의 28.9%가 교통약자임에도

[12] 제반 시설이 미비하고, 교통약자의 중교통에 한 의존

도가 비교통약자보다 높기 때문에[13] 일차적 수단인 중교통

과 장애인콜택시에 관한 연구가 부분 수행되고 있다. 중교

통 가운데 도시철도(지하철)을 상으로 한 연구 사례가 가장 

많았다. 

2.2.1 대중교통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윤 식은 경산시의 교통약자 유형별 통행 특성과 통행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14], 김원호는 교통

약자의 이용 행태 및 불편함을 조사하여 맞춤형 교통 시스템을 

제안하였다[15]. 해당 연구들은 교통약자 현황과 문제점을 통계

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세부적 페인포인트와 니즈를 제시

하는데 한계가 있다. 권지영, 류경신은 국내 도시철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시설물에 한정

하여 조사 및 해결 방향이 도출되었다[16,17].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상자의 총체적 경험과 온라인에서의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도에 대한 연구

교통약자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도는 접근 가능성에 관

한 정보를 특정 장소와 경로에 표기한 접근성 지도(Accessibility 

Map)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모바일 지도를 중심으

로 사례 분석 및 디자인 방향이 제안되고 있지만 중교통과 

보행의 연속적 상황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호승은 현장 조사를 통해 공간 인지성, 정보 시인성 등 7

가지 디자인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지리와 경로 정보를 표현한 

오프라인 경로 안내도를 디자인하였다[18]. Hassan A. Karimi는 

사례와 문헌 리뷰를 통해 수집한 접근성 요소들을 토 로 특정 

학에 한정하여 지도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으며[19], 김지연

은 온⋅오프라인 융합형 접근성 지도 개발을 위해 사례 분석을 

통해 나온 시사점을 바탕으로 위치 확인성, 안전성 등의 7가지

의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20]. 해당 연구들은 지도 디자

인 측면에서의 요소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도에 한

정하지 않고, 이동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와 평가 척도

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승연은 전동 휠체어 사용자를 상으로 

서비스 공급자인 역무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하철용 모바

일 서비스를 제안하였다[21]. 해당 연구는 이해관계자와의 인터

랙션을 고려하여 접근성 지도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장애 유형에 따른 총

체적이고 연속적인 이동 경험에 한 실질적인 연구가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상으로 한 사용

자 조사와 공동 창의 워크숍을 실시하여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3. 사용자 조사 및 분석

3.1 조사 방법 및 범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행태와 페인포인트를 파악하고, 

평가 요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비확률적 표집법인 스노우볼 표

집으로 4명(남 2명, 여 2명)의 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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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척수 장애인 3명과 근육 장애인 1명으로, 손과 팔의 사용

이 일부 가능한 상자 2명과 자유로운 상자 2명으로 구성되

었다. 

현장 조사 지역은 국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서울, 경기로 한정하였으며, 이동 수단은 중교

통(지하철, 버스)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으로 한정하였

다. 사전 인터뷰에서 기초 정보와 이동 경험 에피소드를 수집한 

후 조사 상자의 뒤를 따라 이동하며 관찰하였으며, 도움이 필

요할 경우에만 조사 상자가 의사를 표현하도록 요청하여 관

찰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경로 이동이 끝난 후에는 심층 면

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여 관찰 내용에 관해 질의하였다.

3.2. 조사 결과 및 분석 : 페인포인트 경험 요소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경험은 이동 수단(지하철, 버

스, 장애인 콜택시)과 보도, 출발/도착지(건물)로 분류하고, 그 

중 부정적인 경험만 추출하였다.

그림 1. 이동 구간의 종류 

지하철에서 가장 많은 수의 페인포인트가 발견되었지만, 소

요 시간 및 비용 문제로 참여자들이 이동 수단으로 가장 선호

하였다. 또한 버스는 탑승에서부터 하차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

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탑승을 꺼려하였다.

중복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추출한 96개 페인포인트

를 개방 코딩을 통해 범주화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시설/환경, 

비예측성, 개별성, 감성의 4가지 경험 요소가 도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총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설물, 보행 환경

과 같은 물리적 불편함은 시설/환경의 큰 범주로 묶었다.

그림 2. 이동 페인포인트 경험 요소

3.2.1 시설/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 불편 경험 요소로, 

페인포인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이를테면 지하철 역 내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목

숨걸고 타고싶지 않다며 다음 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

“저상버스의 휠체어 자리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되어있어 너

무 좁아요” “횡단보도 턱이 가팔라서 휠체어가 미끄러져 내려

가기 때문에 옆에서 기다려야 해요”

3.2.2 비예측성

변화하는 상황에 응하지 못하는 경험 요소로, 시간 소요 

및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로를 우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나 사고로 인한 약한 체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혹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형마트라서 당연히 1층에서 누가 누를 줄 알고 엘리베이터

를 탔는데 15분이나 갇혀서⋯”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는 엘리

베이터가 고장나서 전역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로 이동했어요”

3.2.3 개별성

관련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필

요한 시설 및 정보가 파편화되어있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

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장애인콜택시로 부천을 넘어가면 또 다시 서울 콜택시를 불러

야 돼요. 그런데 지역마다 배차 시간도 달라서⋯” “역마다 열

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달라서 발판을 부탁해야하는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일일이 연락을 해야되고⋯ 역담당

자의 태도도 다 달라서⋯”

3.2.4 감성 

비장애인과의 소통 및 신체의 부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험 

요소로,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상호 교류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비장애인의 시선 및 행동으로 인한 위축

감이 다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전기사와 역무원 등 직업적 

의무를 가진 상에게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를 가운데 세워 사람들이 양 옆으로 더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비장애인은 잘 몰라서 우리가 이기적

이라 생각해요” “장애인콜택시 기사에게 원치 않는 요구를 받

았는데 저항할 수 없으니 너무 두려워서 도중에 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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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지도 사례 분석

4.1 사례 선정 및 개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지도 사례 분석을 위해 국내외 

모바일 서비스 중 교통약자 및 휠체어 사용자를 상으로 하고, 

장소 혹은 경로 이동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10개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서비스는 표 1과 같다. 

국가 서비스명 주요 제공 기능 출시 
연도

국내

B.F ZIDO 장소 접근성 평점 2016

환승지도 지하철 환승역에서의 교통약자 
추천 이동 경로 2016

또타지하철 지하철 내 추천 이동 경로 및 
교통약자 편의 시설 연동 2018

국외

Wheelmap 장소 접근성 등급 2010

AXSMap 장애 편의 시설물별 평점 2010

Wheelmate 접근 가능 화장실 및 주차장 정보 2012

Route4U 장소 접근성, 지형 및 장애물 정보 2014

PathVu 보도의 지형 및 장애물 정보 2014

AccessNow 장소 접근성 등급 2016

Google Maps 접근 가능 추천 이동 경로 2018

표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지도 서비스

표 1의 서비스들은 부분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접근성 지

도로, 사용자가 직접 장소에 방문하여 접근성 등급 및 평점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 소싱 지도

는 정보 제공 지역 확장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용자 조사에서도 

상자들에게 선행 사례에 관해 질의하였지만 해당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질적 효용성에 한 의문을 제기

하였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곳의 정보를 제시함

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개념의 1차적 단계인 Barrier free 

design의 단계에 머물러있음에 그 한계가 있다. 이는 1950년

에 등장한 개념으로, 건축환경에서 지체장애인이 겪는 장애물

들을 제거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의미한다[22].

국외 사례 중 Google Maps는 2018년 3월부터 휠체어 접근 가

능 추천 경로 기능을 6개 도시에 한정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

다. 비장애인과 분리하지 않고 기존 지도 앱에 기능을 추가한 

첫 번째 시도였지만, 부가 설명없이 경로를 추천함으로써 선택

의 폭이 좁다. 국내에서는 B.F ZIDO가 표적인 크라우드소싱 

접근성 지도 사례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외 사례로는 이동 수단인 지하철을 상으로 한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또타지하철은 서울시에서 제작한 

앱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보를 담고 있다. 

4.2 사례 분석

그림 2의 페인포인트 경험 요소를 바탕으로 표 2와 같은 사

례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페인포인트 경험 요소 중 비예측성

과 개별성은 예측성과 통합성으로 기준을 정의하였다. 

항목 내용

시설/환경 접근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예측성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가?

통합성 이동에 필요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감성 이해관계자(역무원, 행인, 운전기사 등)와의 갈등을 
줄여주는가?

표 2.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분석 항목

서비스명 시설/환경 예측성 통합성 감성

B.F ZIDO ●

환승지도 ● ●

또타지하철 ● ● ●

Wheelmap ●

AXSMap ●

Wheelmate ●

Route4U ● ●

PathVu ● ●

AccessNow ●

Google Maps ● ●

각 사례에서 해당 분석 항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는 ● 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또타지하철’의 경

우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위치 정보 및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내를 제공하여 ‘시설/환경’ 및 ‘예측성’에 체크하였다. 또한 역

별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이므로 ‘통합성’에 체크하였다.

표 3. 모바일 지도 서비스 사례 분석

분석 결과, 선정된 사례는 부분 ‘시설/환경’에 주목하고 있

었다. 또한 장소 및 경로의 접근성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Route4U를 제외하고 부분 장소의 정보 제공에 한정하고 있었

으며, 지하철 전용 앱을 제외하고 중교통은 다루지 않았다. 

‘예측성’에 해당되는 Route4U와 PathVu는 실시간으로 장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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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construction)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승

지도와 또타지하철은 문제 발생 시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단일 서비스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

소인 ‘통합성’은 2가지 사례만 해당되었으며, ‘감성’에 직접적

으로 해당될 수 있는 예약 및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기

능을 제공하는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환경’ 항

목이 뒷받침되어야 이동 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장소 및 경로, 중교통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 아이디어 수집 및 분석

지도 앱 디자인을 위한 해결안 도출 및 분류 과정은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해결안 도출 및 분류 과정 

5.1 해결안 도출

사용자 조사를 통해 추출된 96개의 페인포인트를 기반으로 

UX 분야 연구원 3명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 1명이 참여하여 해

결안 아이데이션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초기 아

이디어를 얻었다. 이후 수집된 아이디어 중 지도 앱 서비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추출하였다. 표 4는 지도 앱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및 기능들을 이동 구간에 따라 분류한 것

이다. 

이동 
구간 제공 정보 및 기능 분석 항목

보도 바닥 재질, 경사, 보도 너비 시설/환경

건물

출입문 종류, 엘리베이터 유무, 엘리베이터 크기, 
실내 계단 유무, 장애인 화장실 유무 시설/환경

자리 이동 가능 여부, 관리인 연락 예측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위치, 휠체어 리프트 위치, 엘리베이
터/휠체어 리프트 탑승 횟수, 엘리베이터 내 버튼 
위치, 엘리베이터 크기,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 
하차 문열림 방향, 장애인 기준 빠른 환승칸, 장
애인 기준 환승 경로, 장애인 화장실 유무, 휠체
어칸 위치

시설/환경

역무원 연락, 엘리베이터 고장 안내 예측성

역별 구비물품 목록, 역별 구비물품 예약 통합성

버스

탑승 가능 휠체어 종류, 저상버스 대기 시간, 노
선별 저상버스 유무 시설/환경

저상버스 예약 예측성

장애인
콜택시

차종, 예약 차량 위치 시설/환경

지역 연계 예약, 콜택시 앱과 지도앱 연동 통합성

기사 정보, 기사 신고 감성

표 4. 구간별 제공 정보 및 기능

5.2 해결안 우선 순위 파악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위해 정보 및 기능의 적용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자 지도 앱 사용 상자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 5명에

게 표 4를 제시한 후, 해결 우선 순위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였

다. 요청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 구간의 해결 우선 순위

2) 각 이동 구간별 제공 정보 및 기능의 해결 우선 순위

조사 결과, 1)에서는 지하철이, 2)에서는 입구 및 엘리베이터 

정보, 바닥 재질이 공통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았으며, 기타 항

목은 장애의 정도가 유사함에도 우선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났

다. 추가 인터뷰 결과, 상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인과 동행

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정보에 한 니즈가 적었지만, 우선 순위

는 개인 선호도 차이로 파악되었다. 사용자 조사로 수집한 우선 

순위는 합산하여 프로토타입 제작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6. 모바일 지도 앱 디자인

6.1 디자인 컨셉 및 방향

사용자 조사 결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접근성 지도 앱이 

존재함에도 정보의 양과 다양성을 우선시하여 카카오맵 및 네

이버 지도 앱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활용도와 통합성을 높이

기 위하여 중적인 모바일 지도 앱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하

지만 완전한 통합형 서비스가 되기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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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정보의 수가 많고, 그 중 특수한 항목들이 있어 기존 

앱의 사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5.2장

에서 조사한 해결 우선 순위에 따라 활용 빈도가 적은 기능들

은 제외하고, 특수한 기능은 장애인 전용 정보로 분리하고자 하

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UX 디자인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사용하는 중적으로 많이 사

용하는 모바일 지도 앱으로 제작한다.

2) 기존 앱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도록 일부를 장애인 특화 

기능으로 제공한다.

3) 필수 기능만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유용성을 높인다.

6.2 앱 화면 구성

지도 앱 디자인 상으로 카카오맵을 선정하였으며, 기존의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하여 정보 및 기능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

의 주제에 부합하는 5가지 섹션으로 분류하였으며, 추가된 기

능은 표 5와 같다. 

번호 메뉴 주요 정보 및 기능 분석 
항목

1 장소 
정보

인접 지하철역의 보유 시설 및 거리, 
주요시설 사진, 장애인편의시설 유무 시설/환경

2 경로 
추천

교통약자 추천 경로, 교통약자 추천 옵션 
설정, 엘리베이터 및 저상버스 유무 시설/환경

3 경로 
안내

외부환승・엘리베이터・리프트 탑승 횟수, 
엘리베이터 출구 및 환승 번호, 도보 편안한 
길 추천

시설/환경

장애인 콜택시 호출 연계 통합성

4 지하철 
정보

외부환승・엘리베이터・리프트 설치 역 
정렬,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 시설/환경

엘리베이터 고장 알림 예측성

5 도움 
요청

주변 사람 또는 역무원 호출, 도움 요청 및 
수락 설정 감성

표 5. 지도 앱 메뉴별 주요 정보 및 기능

6.2.1 장소 정보

그림 4의 장소 정보에서는 지하철 의존도가 높은 휠체어 사

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인접 지하철역의 거리 및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를 아이콘으로 표기하였다. 주요 시설(외부 전경 및 

출입구, 내부)은 사진으로 제공하여 출입구의 접근성과 테이블 

간 간격을 사용자가 직접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설 정보

에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충전소 설치 여부를 추

가하였다.

그림 4. 장소 정보

6.2.2 경로 추천

경로 추천 옵션에 교통약자 추천순이 그림 5와 같이 추가되

었으며, 사용자가 직접 선호하는 중교통 수단을 설정할 수 있

다. 휠체어 사용자임에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저

상버스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통약자 추천순 

설정 시,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하철만 정렬되며 

기타 옵션에서도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하철역에

는 아이콘을 추가하였다. 

그림 5. 경로 추천

6.2.3 경로 안내

주요 정보인 외부 환승 및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탑승 

횟수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출입구 번

호가 표기되어 있다. 또한 비장애인 기준의 빠른 환승 번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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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환승 번호가 표기되었다. 도보 구간에

서는 최단 경로와 편안한 길을 동시에 제시하여 사용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단 탭에 추가된 호출 메뉴에서는 장애

인 콜택시의 지역 경계인 환승 지점을 볼 수 있고,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6. 경로 안내(1)

 

그림 7. 경로 안내(2)

6.2.4 지하철 정보

기존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급행 열차 정보 뿐만 아니라, 

외부 환승 및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을 정렬하

여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역 선택 시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 및 

점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선택한 역의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설 정보에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 출구 위치와 열차-

승강장 사이 간격이 추가되었으며, 장애인 편의 시설 및 물품에

는 장애인 화장실, 승하차 발판, 휠체어 충전기의 보유 여부가 

추가되었다.

그림 8. 지하철 정보(1)

그림 9. 지하철 정보(2)

6.2.5 도움 요청

도움 요청은 기존 앱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으로, 이동 

중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변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역 내부 및 출구 근처에 있을 경우에

는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다. 도움 요청은 허용한 사람에 한하

여 알림이 전송되며,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버튼 

조작이 어려워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을 경우 등에서 유용하다. 

또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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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움 요청

7. 디자인 평가 및 개선 방향

7.1 평가 대상 및 방법

지도 앱 프로토타입의 이동 편의성 및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

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5명을 섭외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평가의 목적은 이동 편의성 개선 여부와 보완점 파악이 

었으므로, 관찰에 기반한 사용성 평가가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

집할 수 있는 공동창의워크숍(co-creative workshop)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스크리닝 조건은 1)카카오맵 사용에 낯설지 않

은 사람 2)터치 인터랙션(Single tap)이 가능한 사람으로, 카카오

맵 사용을 사전 고지한 후 충분히 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구분 내용

사전 
준비

 참여자간 이동 불편 경험 공유 (FGI)

 프로토타입 사전 탐색

Task
평가

 상황1 : 현 위치에서 토끼정 강남역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Task 1. 해당 장소를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Task 2.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의 이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Task 3.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의 이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상세 화면 평가(FGI)

 상황2 :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초역에서 명동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Task 4. 서초역과 명동역에 접근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Task 5. 이동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상세 화면 평가(FGI)

 상황 3: 서초역 근처를 지나던 중 휠체어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Task 6. 서초역에 휠체어 충전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Task 7. 휠체어 충전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상세 화면 평가(FGI)

사후 
평가  종합 인터뷰 (FGI)

표 6. 평가 절차

프로토타입 사용 시 평소 이동 상황에 몰입시키기 위하여 외

출 시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려 올 것을 사전에 요청하였으며, 

본 평가 전 참여자 간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동 편의성의 

핵심은 외부에서 조력자의 도움없이 독립적인 이동(Independent 

mobility)이 가능한 것이므로[23], 동행인과 보조인 없이 전동 휠

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임을 상상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어

서 3가지 상황에 기반하여 7가지 태스크를 수행한 후 상세 화

면 및 기능을 함께 살펴보며 FGI를 진행하였다. 

7.2 평가 결과 및 개선 방향

태스크 수행 후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평소 사용하던 앱

에 추가 기능이 적용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카

카오맵이 학습되어 있음에도 프로토타입에 추가된 기능을 쉽

게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존 앱의 사용성은 유지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지만, 추가된 기능에 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앱을 조작하는데 손의 사용이 불편하여 확 /축소

가 어렵고, UI 컴포넌트의 크기가 작아 터치하기가 어렵다는 의

견이 있었다. 

프로토타입에 추가된 기능 중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를 표현하는 아이콘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출구 

및 환승 정보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엘리베이터는 휠

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로 이동 계획에 필수적인 시설물이지만 

기존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뎁스에 시설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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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 유선으로 확인을 했다고 답변하였다. 장소 정보에

서는 출입구와 테이블 간격을 사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도움 요청 중 역무원 호출 사용 의향

이 매우 높았다. 평소 지하철역 내 도움 요청 빈도가 높으며, 역

별 연락처 검색이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시설/환경’ 범주에서의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로 안내에서의 육교 여부 및 지하철 정보에서의 열

차와 승강장의 단차와 같은 상세한 정보 추가를 요청하였다. 또

한 복잡한 지하철역 내 이동 경로의 시각화와 보도 이동 중 음

성 안내 등 정보 전달 형식에서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예측성’ 

측면에서는 엘리베이터 고장 알림을 목격한 사람이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실시간성을 높이기 위해 

고장 및 수리 완료 신고 기능을 추가하도록 개선 방향이 설정

되었다. 프로토타입의 기능별 요구사항은 표 7과 같다.

 

구분 요구 사항 개선 방향 분석 항목

장소 
정보

∙ 인접 지하철역의 몇 번 
출구로 나가야하는지 
알고싶음

인접 지하철역간 최소 
거리의 출구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출구 번호를 모두 
표기한다.

시설/환경

경로 
추천 - - -

경로 
안내

∙ 육교와 같은 도보 
안내가 더 자세했으면 
좋겠음∙ 휠체어 경로 음성 
안내가 있으면 좋겠음

최소거리와 편안한 길 
안내에 육교 및 
횡단보도 횟수를 
표기하고, 교통약자 
전용 안내 네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한다. 

시설/환경

지하철 
정보

∙ 복잡한 역은 역 내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음∙ 열차와 승강장 단차 
정보가 추가되면 
좋겠음

역별 층수 및 
엘리베이터 위치 등이 
표현된 미니맵을 
추가하고,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 정보 
하단에 단차 정보를 
추가한다. 

시설/환경

∙ 고장 알림은 양방향 
소통으로 목격한 
사람이 알려주면 
좋겠음

역별 엘리베이터  고장 
및 수리 완료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

예측성

도움 
요청 - - -

표 7. 요구사항 및 개선 방향

8. 결론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페인포인트와 요구사항
을 분석한 후, 카카오맵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디자인 및 평
가하였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고, 실질
적으 로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추출한 페인포인트로부

터 시설/환경, 비예측성, 개별성, 감성의 4가지 이동 페인포인트 

경험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

한 지도 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부분의 사례는 시설/환경 정

보 제공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Barrier free design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였다. 각 페인포인트의 해결안과 사례 분

석 결과의 시사점을 토 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 휠체어 사

용 장애인 5명을 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하는 익숙한 앱으로 제작한 것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의 유무 아이콘의 

유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모바일 지도 앱은 소셜 미디어, 예약, 별점 등 다양한 

기능과 매쉬업되면서 사용자와 서비스 및 장소 제공자 간 활발

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

한 서비스 및 시설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되는 현 상황에서는 정보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통합적 지도 앱

을 제시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연

구 상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교통약자 중 가장 이동에 제

약이 많아 부분의 불편함을 포괄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 및 후속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앱 사용자 그룹인 비장애인

과 교통약자 집단을 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개선 디자

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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