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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노약자  장애인에 한 복지문제가 두되고 있다. 공서  여러 사

회기 에서는 노약자  장애인들을 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법 으로 의무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만 이루어질 뿐 시설에 한 정보 

부재로 인해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약자  장애인들의 이동성

을 해 웹 는 모바일 어 리 이션을 통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 한다. 본 시스템은 노

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한 정보를 시각 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효율 인 리와 시스템 종속성을 낮추기 해 웹 서비스를 활용

한다. 

1. 서론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노약자  장애인들과 같

이 사회 약자 치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문제가 요한 이

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종 분야의 산업 발달과 사

람들의 생활수 이 높아짐에 따라, 노약자  장애인 복지

에 한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서  의료시

설, 상업시설 등의 경우 부분 편의 시설의 설치만 이루

어지고 있고, 편의시설에 한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하

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장애인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기술을 이용하여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한 정보를 이미지  동 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시스템은 분산된 서버로

부터 이미지  동 상URL 정보를 획득하여 노약자  

장애인에게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한 사용자의 편

리한 이동성을 해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분산 서버로

부터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단일 서버로 구성된 시스템보

다 랫폼간의 호환성이 높고, 시스템 내의 데이터 리가 

효율 이며, 모바일 어 리 이션을 구 함으로써, 정보 

획득 장소의 제한이 없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2. 련연구

   Newell은 변하는 사회에 발맞춘 노약자와 장애인을 

한 시스템 설계법을 제안하 다. 그는 사용자를 고려한 

사용자 심의 설계, 사용자의 감각을 반 하는 설계, 변

화하는 상황에 한 동  시스템, 그리고 술  디자인을 

강조하 다[1].

   정연경은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를 하여 장애

인들의 도서  서비스 이용  요구를 분석하여 도서 이 

장애인들의 다양한 정보에 한 근을 보장하고 폭넓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

다[2]. 한, 한양 학교 산학 력단 연구소는 고령

자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산업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 으며, 고령자 는 장애인이 을 하기에 불편

한 문제 상황들을 제시하 다[3].

   Matsubara는 RFID와 white cane, portable terminal과 

location data transmitter를 이용하여 길안내와 더불어 실

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송해주는 안내 시스템을 제안

하 고[4], Helal은 기존의 시각장애인을 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보완하여 앙서버에 의해 사용자를 인지하고 

동 인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5]. 

Darvishy는 visual tag와 모바일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하

여 시각 장애인이 기차역, 공항 등과 같은 곳에서 시각 장

애인을 한 탑승 수속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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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시스템들은 모두 사용자 편의에 한 부분을 

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리측면에서 효율

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시스템 설계

2.1 체 시스템 임워크

   본 시스템은 기능 으로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실질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를 담고 있는 서비스 서버이며, 두 번째는 스마

트 폰에서 편의시설에 한 정보  GPS를 통한 치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이다. 마지막

으로 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보 하고, 

해당 데이터의 교환을 한 웹 서비스 API를 담고 있는 

데이터 서버이다. 각 요소들은 Web Service를 통해 데이

터를 교환한다. 그림 1은 본 시스템의 체 임워크를 

나나낸 그림이다.

(그림 1) 편의시설 안내 시스템의 체 

임워크

2.2 웹 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 송 구조

   본 시스템의 데이터 송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

 수 있다. 첫 번째는 웹 서버  모바일 어 리 이션이 

데이터 서버에게 필요한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이다. 이 때 

송되는 정보는 API명  각종 라미터 정보들이다. 이 

정보들은 SOAP메시지를 통하여 송된다. SOAP은 분산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한 경량의 표  XML 로

토콜이다. SOAP은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한 메

시지 형태만 정의함으로써 단순하고 가볍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잦은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는 

분산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당한 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상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일 용량이 크기 때

문에 SOAP메시지로 데이터를 송하는 것은 시스템 부

담이 증가하고 효율 이지 못하다. 따라서 동 상  이미

지는 각 기 의 데이터 서버에서 HTTP 로토콜을 통해 

제공하고, SOAP 로토콜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의 URL

정보만 받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서버에서 함수를 실행한 결과 값을 

웹 서버  모바일 어 리 이션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다. 

웹 서버  모바일 어 리 이션으로부터 송된 SOAP

메시지를 확인하여 API를 실행한다. 결과 값은 정의된 

XML문서로 생성된다. 그림 2는 두 가지 동작단계의 

Pseudo code를 보여 다.

user request 

select methods of service

while 

  phase 1.

   select the parameter

   create WSDL of the method

   transfer to data server through SOAP protocol

  phase 2.

   get WSDL in the data server

   execute the method

   create WSDL of response data

   transfer through SOAP protocol

  if all methods are done

   break.

end while

(그림 2) 웹 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 송구조의 Pseudo Code

2.3 웹 서버 설계

   웹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편의시설에 한 정보를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한 서버이다. 웹 서버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해 각 데이터 서버에게 API를 호출하며, 

리턴 된 값을 한 형태로 가공하여 웹 페이지로 표

한다. 데이터 서버로 API요청 시, WSDL로 정규화 된 문

서를 이용하여 API명  입력 라미터를 SOAP을 통해 

송하게 된다. 표1은 각 데이터 서버가 가지고 있는 API

의 일부를 나타낸다. 데이터 서버의 부분의 API는 오버

라이딩(overriding)을 정의하여 입력 라미터에 따라 원

하는 결과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2.4 모바일 어 리 이션 설계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은 애  아이폰 랫폼으로 설

계하 다. 여러 기 의 이름  각 기 의 편의시설 정보

들을 XML문서로 작성하여 어 리 이션에 용하 다.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 호출방식은 

웹 서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각 랫폼 내에

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의 차이로 인해 웹 서버와 구분

되는 모바일 용 API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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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랫폼 API명 라미터(자료형) 기능 반환값

웹 서버

get_OrgInfo 없음 기 에 한 정보를 제공 기 명, 약도이미지

get_AccInfo
AccID(int), StartNum(int), EndNum(int), 

isNameInfo(bool), isLocationInfo(bool)

보유한 편의시설에 한 정

보를 제공

편의시설ID, 편의시

설이름, 치정보

get_Images
AccID(int), StartNum(int), EndNum(int), 

isThumnail(bool)
이미지 정보를 제공 이미지 URL

find_Acc Text(string) 시설의 보유 여부를 제공 Boolean값

get_Counter AccID(int), isAccName(bool) 시설의 카운터 정보를 제공 시설열람 횟수

set_Counter AccID(int), Variation(int)
시설의 카운터 정보를 

일정수치 증감
없음

··· ··· ··· ···

모바일 

어 리 이션

m_get_AccInfo
AccID(int), StartNum(int), EndNum(int), 

isNameInfo(bool)

보유한 편의시설에 한 정

보를 제공

편의시설ID, 편의시

설이름,

m_get_Images AccID(int), StartNum(int), EndNum(int) 이미지 정보를 제공 이미지 URL

m_get_GPS 없음
해당 기 의 도  경도

정보 제공
도  경도 값

··· ··· ··· ···

[표 1] 데이터 서버의 Web Service APIs

3. 시스템 구

   본 시스템은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한 정보

를 웹 페이지  모바일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제공하도

록 구성하 다. 데이터 서버  웹 서버는 .NET 서비스 

랫폼을 사용하 고, 모바일 어 리 이션은 아이폰 랫

폼으로 구 하 다.

3.1 웹 서버 구

   웹 서버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를 따른다. 

먼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속하여 원하는 장소를 선택

하면, get_AccInfo(true, false)API를 통해 보유 시설에 

한 모든 ID  편의시설 이름을 얻어온다. 이 때, 얻어지

는 ID값들을 보고 해당 장소가 몇 가지의 편의시설을 보

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get_Images(true)API를 통해 각 시설의 썸네일 이미지 

URL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3는 와 같은 과정으

로 얻어진 화면이다.

(그림 3) 편의시설 정보 

제공화면

   의 썸네일 이미지  경사로를 선택하면 오버라이딩

된 get_Images(3, false)와 get_AccInfo(3, false, true)API

를 호출하게 되고, 경사로에 한 여러 장의 이미지 URL

과 치정보를 얻어온다. 그림 4는 웹 서비스로 얻은 데이

터를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들을 나타

낸다. 

(그림 4) 편의시설 정보 시스템의 웹 페이지 

서비스화면

3.2 모바일 어 리 이션 구

   스마트 폰에서 어 리 이션을 실행하면 웹 서버와 마

찬가지로 메뉴를 제공한다. 모든 메뉴는 텍스트로 제공되

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폰으로 본 어 리 이션

을 이용할 경우 근성을 높이기 함이다. 긴 텍스트 메

뉴를 슬라이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해, 우측에 

퀵 메뉴를 오버랩(overlap) 하여 구 하 다. 

   모바일 어 리 이션의 동작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동

작한다. 를들어, 메인 메뉴  ‘남구청’이라는 기 을 선

택하면 m_get_AccInfo(1, true)를 남구청 데이터서버에 요

청하게 되고, 남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편의시설에 

한 ID  시설명을 얻게 된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기 마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나타내는 메뉴를 생성하

게 된다. 남구청의 여러 편의시설  ‘경사로’를 선택하면, 

m_get_Images(1) API를 요청하게 되고 경사로에 한 여

러 장의 이미지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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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어 리 이션에서는 약도 이미지를 다루지 않

는다.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GPS기능을 이용하여 

재 사용자의 치와 각 기 들의 치를 지도로 제공하도

록 구 하 다. 사용자가 메인 메뉴에서 ‘지도보기’ 버튼을 

터치하면 재 서비스 하는 모든 기 의 데이터 서버에게 

m_get_GPS() API를 호출하여, 지도에 치를 표시하게 

된다. 그림 5은 모바일 어 리 이션의 실행 화면을 보여

다. 

(그림 5) 편의시설 정보 시스템의 모바일 어 리 이션 

실행 화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기술을 이용하여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분산된 서버로부터 이미지  동 상, 텍스트정보를 획득

하여 노약자  장애인에게 웹 페이지  모바일 어 리

이션을 통해 제공하 다. 

  본 논문의 노약자  장애인을 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서비스는 재 인천 역시 남구청에서 서비스 이며 지

방자치단체로서는 최 로 구 된 서비스이다.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 하여 데이터 리의 효율성과 이기종 랫

폼 간의 시스템 확장성을 증가시켰다. 한 편의시설에 

한 이미지  동 상, 텍스트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노약자  장애인들의 이동성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웹 페이지로 제공하는 이미지  동 상 서비

스를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으로 제공함으로써, 본 서비

스를 웹 페이지로만 근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노약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스스로 필요한 업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

이며, 특히 이동에 제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 장소를 

처음 방문할 때 발생되는 불안감을 해소해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향후 과제로는 사용자의 장애 특성을 악

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능

형 시스템을 구 하는 것으로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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