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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서울시 지하철 무인 승차권 발매기는 이원화된 종이 승차권과 교통카드 시스템의 통합 리  역무 인력

의 효율  운 을 해 도입된 키오스크 형태의 1회용 교통카드 발 기이다. 그러나 서울시에 설치된 지하

철 무인 승차권 발매기는 여 히 이용과정에서 혼란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성 개

선에 한 방향성 고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해 먼  지하철 무인승차권 발매기에 한 도입 

배경  운 에 한 문헌 조사를 진행하 다. 한 UI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 을 상한 후, 유동인구가 

많은 9호선 신논 역 무인승차권 발매기를 상으로 사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찰하 다. 분석 결과, 구매

차는 구간 액이나 목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선택한 구간 액이 원하는 목 지와 

일치하는지 단이 어려웠으며, 목 지역 탐색 과정은 화면의 복잡도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 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각 시스템 화면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체계 이고 효

율 인 시스템 구축을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 중심어 :∣지하철 승차권 자동 발매기∣UI/UX∣지하철역∣키오스크∣

Abstract

The ATVM(Automatic Ticket Vending Machine) of Seoul Metropolitan is a Kiosk which is 

called Ticket Vending and Reload Device at the subway station. It is implemented for integrating 

transportation card system which is separated from a paper subway ticket and replacing ticket 

selling employees. However, since the automatic ticket vending machine was accepted in 2009, 

there has been confusion of purchasing a ticket. Therefore, it requires improvement of usability.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 search. Also, the interface of ATVM is analyzed. Finally user 

observation proceeded at Sinnonhyeon Station of Seoul Metro line 9. The results show that 

selecting a destination and section fares is confusing process for user. Based on this survey the 

improvements of UI are proposed to expect advanced directions of the ATVM.

■ keyword :∣ATVM∣UI/UX∣Subway Station∣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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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 과 함께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

되면서 종이 승차권 제작비용  역무 인력 인건비 

감이라는 취지로 2009년 5월 서울시  지하철에 터치

스크린 방식의 지하철 무인 승차권 발매기가 도입되었

다. 하지만 사용자 심이 아닌 공 자 심으로 설계

된 시스템으로 인해 재까지도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

으며, 반 인 사용성 개선에 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날드 노먼(Donald.A. Norman)은 사

람의 행동 방식을 목 ->의도->행 ->실행->자각->

해석->평가 총 7단계로 나 어 구분하 다. 이때 시스

템이 인간 의도와 일치하는 행 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

간이 가지고 있는 기 와 다른 형태로 정보가 제공된다

면 간격(gulf)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해

서는 시스템 동작과 인간의 의도가 일치해야하고, 시스

템 상태 정보를 사람들의 이해하기 쉽고 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공되어야한다고 주장하 다[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심

으로 무인 승차권 발매기의 시스템 황  사용 행태

를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재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UI 개선사항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먼  서울시의 지하철 무인 승차권 발매기의 도입 배

경과 황 악을 해 문헌 조사를 진행하 다. 그 후 

9호선 무인 승차권 발매기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의 

메뉴 구조  사용 흐름을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를 

토 로 사용 시 상되는 문제 들을 도출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유동인구가 많은 9호선 신논 역을 

찰 상 장소로 선정하여 에스노그래피 조사 방법  

하나인 타운워칭 기법으로 실제 지하철 승차권 구매 상

황을 찰해보고 일부 사용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그리고 발견된 장애 요인과 문제 들로 부

터 찰 결과로 정리하여 개선 을 도출하 다. 

Ⅱ. 지하철 무인승차권 판매기 분석

1. 지하철 무인승차권 발매기 도입 배경
1974년 지하철 종이 승차권 도입 이후 노선이  

확장되면서 수동식 승차권 개집표 방식이 한계에 부딪

히게 되어 1986년 자기띠(Magnetic Stripe)를 부착한 

신형 종이 승차권과 자동 매 집계를 한 역무자동화 

설비(AFC: Automatic Fare Collection)가 구축되었다

[2]. 이에 따라 종이승차권 구매를 한 자동발매기

(ATVM: Automatic Ticket Vending Machine)가 도입

되었으며, 이러한 자동화 방식은 인건비를 약하고, 승

차인원이나 승차 경로 등을 집계할 수 있게 되어 지하

철 운 이 이 에 비해 효율화되었다. 그러나 종이 승

차권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장기

으로 보면 비용 부담이 있고 교통카드와  다른 

원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자동개집표시 교통카드와 종

이승차권을 이 으로 리해야한다는 과 승차권 

매를 한 역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꾸

히 제기되어 왔다. 한 2009년 개통한 서울지하철 9호

선의 경우 종이승차권이 아닌 무선주 수 RF(Radio 

Frequency)방식을 용한 교통카드 형태의 승차권만 

이용할 수 있는 역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 기에, 서

울시에서는 기존 노선과의 연계 이용  효율  운 을 

목 으로 2009년 5월 1일 RF 방식의 1회용 지하철 승

차권을 면 도입하여 [표 1] 오른쪽 사진과 같이 터치

스크린 기반 키오스크를 설치하 으며 재는 1회용 

발매, 교통 카드 충 기로 리되고 있다. 이 에는 교

통카드 시스템과 종이 승차권 매기, 교통카드 충 기

가 구분되어 설치되었으나 1회용 카드시스템이 면 

도입된 이후로는 교통카드 충 과 우 권 발매를 한 키

오스크 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1회

용 종이 승차권은 승차권 구입->개표-> 철 탑승->

집표(승차권 폐기) 방식으로 이용되었으나, 1회용 교통

카드식 승차권은 승차권 구입->승차태그-> 철 탑승

->하차태그->승차권 반환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3]. 

1회용 교통 카드는 이용 시 구간별로 요 이 차등하게 

매겨지며, 구간 과 시에는 과한 만큼의 액수를 교

통카드 액 정산기에서 추가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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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홈화면 

이미지

분석결과

홈 화면에서 지하철 승차권 구매를 위한 메뉴는 2가지 타입
이 있으며, 기본운임 전용, 목적지(전체구간)선택이 존재.

기본운임 선택:기본 운임 1050원에 해당하는 역에서만 
 적용되며, 1매만 구매 가능.
목적지 선택(전체구간):목적지역을 선택하거나 기본운임부
터 각 구간별 금액을 선택, 1매 이상 구매 가능.
안내 메시지:승차권 구매시 유의 사항 문구가 표시.  
언어 선택: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공 기본 사 

 용 흐름은 동일.
화면명 목적지,전체구간 화면 

이미지

분석결과
목적지(전체구간)선택 화면은 구간별 발매금액 선택, 목적지
역 선택(인덱스,노선별)2개의 메뉴를 제공.

표 3. 9호선 지하철 무인승차권 발매기 주요화면  

시기 2009 이 2009 이후

운
방식

타입 역무원 창구 MS 무인승차권 
발매기

RF 무인승차권 
발매기

특징
목적지까지 종이 승차
권 역무원 통해 발급 

버튼형식으로 1회용 
종이 승차권 발매기 
발급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1회용 지하철 전용 교
통 카드 발급, 우 권 
구매, 교통 카드 충전 

표 1. 지하철 무인승차권 발매기 운영방식 비교 

2. 지하철 무인승차권 발매기 현황 
재 공공기 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1, 2, 3, 4호선, 

도시지하철공사는 5, 6, 7, 8호선을 운  이며 민 기

인 (주)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9호선만을 독자 으로 

리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도시지하철공사의 무인 승

차권 발매기는 한국스마트카드 ODM 업체인 (주)에이

텍에서 주로 담하여 공 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 9

호선의 경우 (주)포스코ICT((구)포스데이타)에서 맡고 

있다 두 발매기의 경우 [표 2]와 같이 터치 스크린 기반

의 키오스크 시설물로 1회용 지하철 용 교통 카드 발

, 우 권 구매, 교통 카드 충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

하고 있다, 승차권 구매 방식도 기본 운임 ,목 지/구간

별 운임으로 동일한 형태로 목 에 맞게 1회용 교통카

드 구매가 가능하며, 다만 구매 진행 단계에서 터치스

크린 내 상세UI의 일부 요소가 다르게 구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액 투입구, 거스름돈 반환구 등 

기타 외  디자인의 배치  크기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차이 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 무인 승차권 

발매기는 2개 타입으로 구축되어 각 운 사별로 리

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계층 구조는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하철 9호선 발매기를 으로 하여 진행

하고자 한다. 먼 , UI 분석  개선  도출을 해 승

차권 발매기의 주요 화면 구성과 각 사용 목 별 구매 

과정을 분석하 다.

운
기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주)서울메트로 9호선

발매기

도입일 2009.05.01 2009.07.24

표 2. 지하철 무인 승차권 발매기 형태 비교

2.1 주요화면 메뉴 분석 
1회용 승차권 구매 이용 과정을 조사하기에 앞서, 구

매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주요 메뉴를 [표 3]과 같이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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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초성 인덱스: 목적지역에 맞는 한글 초성 선택시 해

 당 글자에 따른 역 리스트 결과가 표시.  
발매 금액 선택: 기본운임 1050원부터 출발역에서 목적

 지역 거리에 따라 금액이 차등하게 지급되기에 목적지 구
 간에 맞는 금액을 선택 가능.
노선별 선택: 선택한 노선에 해당하는 역 리스트를 각 인 
덱스 별로 제시.   
노선 선택: 전체 노선도 상에서 목적지역 선택 가능.

화면명 발매금액 투입

이미지

분석결과

발매 금액 투입 화면은 음성 안내와 함께 보증금 500원을 
포함한 교통카드 금액을 매수에 맞게 표시.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 투입 시에는 교통카드가 바로 발급.

선택결과 안내: 목적지역이나 발매 금액을 선택 시 선택 
 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 .
금액 투입 안내 이미지: 금액 투입구를 표시. 
안내 메시지: 홈 화면 안내 메시지와 동일. 

  ex) 노량진역, 공항철도역 환승 불가 안내 
일반권,어린이 선택: 일반권 및 어린이권 선택 옵션 
매수 선택 및 취소: 교통카드 매수를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취소 버튼 터치 시에는 선택 내역이 초기화 되
 고 홈화면으로 복귀.

2.2 목적별 이용절차 분석 
주요 메뉴 분석을 통해 이용 목 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한 9호선 무인 승차권 발매기의 체 사용 흐름은 

[그림 1]와 같다.

그림 1.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사용 전체 Flow

체 로세스에서 각 목 별로 이용하게 되는 과정

을 세부 으로 분류하 으며  이때 상되는 문제 을 

[표 4]∼[표 7] 같이 화면별로 정의하 다.

과정: 기본운임 선택  구매 

홈화면

 사용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역이 기본 운임 구간인지 
 알 수 없음. 
 1매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2매 이상 구매하
 려면 목적지(전체구간) 선택 화면으로 재 이동해야함.  
 홈 화면에서 1매 선택만 가능하다는 정보 인지가 어려움. 

발매화면

 우측 영역에 추가 운임이 요구될 안내 문구에 한 주목성 
 및 가시성이 떨어짐.  
 음성안내가 제공되기는 하나 화면에서 금액을 투입하라는 
 유도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음. 

표 4. 기본운임 선택

기본 운임 구간은 보증  500원을 제외한 1,050원 가

격으로 1매 구매만 허용된다. 해당 메뉴는 사용자가 출

발역에서 목 지까지의 구간이 기본 구간임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빠르게 근해서 바로 구매를 하게 하려

는 의도로 구성했을 것으로 측된다.

과정: 목 지/ 체구간 선택  구간별 발매 액 선택  구매

목 지/
체구간 
화면  

 목적지 선택과 구간별 금액 선택하는 전체구간 메뉴가 서 
 로 연관성이 없어 보임에도 한 화면에 혼재되어 있다.
 목적지역까지의 발매 금액의 정확한 예상이 어렵다. 

발매화면
 추가 운임이 요구될 수 있고 차액을 정산기에서 정산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없다. 

표 5. 구간 선택

발매 액 선택은 출발지와 목 지역의 거리에 따라 

차등하게 용되는 액의 승차권들을 표시하고 있는 

메뉴이다. 서울시 운임 구간  기본운임의 경우 10km

까지 1,050원으로 책정하 으며 10km 과∼40km까지

는 5km 마다 100원, 40km 과 시에는 10km마다 100원

이 추가되어 책정된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

의 운임을 먼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매 4km까지 마다 100원의 추가운임을 합산하여 책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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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4]. 따라서 발매 액 메뉴를 이용하려면 기본

으로 목 지까지의 거리나 액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야하며, 이를 알 경우에는 목 지역 탐색 없이 바로 구

매하여 발  받을 수 있다. 한 1매 구매만 허용하는 

기본 운임 메뉴와 달리 복수로 구간별 액이 매겨진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과정 : 목 지/ 체구간 선택   목 지역 인덱스 선택
 목 지역 탐색  선택  구매

홈화면 
 홈화면에서 목적지 선택이라는 메뉴가 주요 버튼명으로 표
 시되어 있으나 상세화면으로 들어가면, 구간별 금액 선택  
 버튼이 중앙에 위치되어 먼저 주목된다.

목 지/
체구간 
화면
>인덱스  

 한글 인덱스와 일치하는 역 리스트가 많을 경우 페이징 처 
 리 되며, 목적지역을 찾을 때 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선택한 초성 인덱스에 해당 버튼을 선택했다는 표시로 버
 튼에 포커싱이 처리되어 있지 않다.

발매화면

 우측 하단 영역 매수 선택에 위치한 취소 버튼이 해당 매수 
 선택에 한 취소 동작으로 혼돈할 수 있다.
 역을 잘못 선택 시 이전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전버튼 
 이 제공되지 않아 매수 선택에 위치한 취소 버튼을 통해 홈
 화면으로 재 진입하여 처음부터 다시 사용해야 한다. 
 구매 화면 좌측 하단에 배치한 노량진역, 공항철도 환승 불 
 가 메시지가 주목성이 낮고 가시성이 떨어진다. 

표 6. 목적지역 선택-한글 초성 인덱스

목 지역 선택 화면 진입 시 각 성별로 인덱스 버

튼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며 성 인덱스 선택 시 선

택한 자와 련된 역명 리스트가 나와 목 지역을 탐

색하여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를 들어 신논  역

의 성ㅅ을 선택하면 ㅅ으로 시작하는 체 역명 리스

트가 결과 화면에서 보여지며, 이때 나열된 역 리스트 

 목 지 역을 찾아 선택하면 된다. 역 리스트는 가로,

세로 6x9버튼으로 총 54개의 역이 오름차순으로 한 화

면에서 보여지며, 리스트가 길어질 경우 페이징 처리되

어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역명이 많을 경

우에는 탐색 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과정 : 목 지/ 체구간 선택  노선 선택
목 지역 탐색  선택  구매

목 지/
체구간 
화면

 최상단 좌측 영역에 위치한 노선 선택 버튼의 가시성이 떨
 어진다.(구간별 금액 버튼 및 인덱스 정보만 주목됨)
 노선 선택 버튼 옆에 위치한 출발역▶도착역 정보는 버튼 
 이 아닌 표시 정보이나 버튼 형태로 디자인 되어 혼란을 유
 발 할 수 있다.  

목 지/
체구간 
화면
>노선

 좌측 영역에 위치한 호선 선택 메뉴와 우측 영역 전체 노선 
 정보의 컬러가 매칭되지 않고 호선 표시 정보가 잘 보이지 
 않아 화면에 표시된 노선이 몇호선 인지 알기 어렵다.

발매화면
 역을 잘못 선택 시 노선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 이전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전 버튼이 제공되지 않아 취소 버튼을 통
해 홈화면으로 재진입하여 처음부터 다시 사용해야한다.

표 7. 목적지역 선택-노선

노선 버튼 선택 시 수도권 체 노선이 보여지며, 각 

호선별로 분류하여 조회할 수 있다. 목 지역을 선택하

면 화면이 확 되어 해당 역이 크게 표시되며, 역 선택 

시 구매화면으로 환되어 투입 액이 표시된다. 구매

화면에서는 선택을 기화 하고 메인화면으로 가는 취

소버튼만 존재하며, 이 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버튼

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다시 기 화면으로 진입해야하는 단 이 있었다. 

Ⅲ. 사용자 조사

1. 사용자 관찰 조사 개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자들이 부딪

히는 문제 을 악하기 해 지하철역에서 타운워칭 

찰조사를 진행하 다. 타운워칭은 유동인구가 

한 장소에서 조사 상을 찰하며 사 에 어떠한 

에서 찰할지 결정하고, 즉석 인터뷰 요청을 통해 사

용자의 동기 태도 행동까지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5]. 9호선 신논 역은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이 약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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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결과1
홈화면에서 기본운임 버튼과 목적지 선택 버튼 중 어느 것 
을 선택할지 고민함  

찰 상 30  후반 여성, 20  후반 남성 ,50  중반 남성,

인터뷰 
“기본 운임 버튼이 첫 번째에 있어서 선택할까 했는데 목적
지가 기본운임이 맞는지 순간 고민이 되었고 기본운임 문구
가 처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30  후반 여성

표 9. 관찰 조사 결과

단계 

찰결과2

기본운임을 일단 선택하나 목적지가 기본운임이 맞는지 확신
이 서지 않아 고민, 뒷사람이 기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결
제하거나 기라인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에 취소하고 홈화면
으로 가서 목적지/전체구간 메뉴 선택함   

찰 상 30  후반 여성,20  중반 여성 

단계 

찰결과3
목적지를 선택할지 구간별 금액을 선택할지 고민, 다수가 
목적지역에 해당하는 역명 초성 버튼 선택함 

찰 상 30  중반 여성, 30  후반 여성, 20  중반 남성 

인터뷰 
“목적지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요금 표시 버튼이 나와서 순
간 당황했어요 다시 보니 바로 위에 목적지 역명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더군요”-20  중반 남성

단계 

찰결과4
전체구간 화면이 중앙에 있기에 금액 상관없이 선택하면 목
적지역도 같이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바로 구매 화
면으로 진입하여 당황함  

찰 상 20  후반 여성, 20  중반 남성  

인터뷰 
“구간 금액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목적지역을 다시 선택해서 
잘못 선택된 금액은 다시 정산될거라 생각했죠”-20  후반 
여성

단계 

2512명으로 추정되며[6] 치 특성상 직장인, 학생, 

객 등 다양한 계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하

철 승차권 발매기의 이용 빈도 한 높기에 1회용 승차

권 구매 시 발생하는 문제 을 쉽게 악할 수 있을 것

이라 단하여 해당 역을 찰 상 장소로 선정하

다. 찰 상은 지하철 승차권 구매가 가능한 성인(20

∼65세) 이용객을 연령  별로 구분하여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녁 6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이

틀에 걸쳐 사용 황을 찰하 다. 이  일부 이용객

에게는 의도 악을 해 이용 시 지체되었던 사항에 

한 장 인터뷰를 시도하여 찰 시 측되었던 문제

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 다.

장소  9호선 신논현역 
날짜  2014.10.24∼10.25 
시간  오후 6:30∼7:30
상

 지하철 무인승차권 발매기 구매 사용자:
 20-30  15명, 40-50  15명  

방식
 1회용 지하철 승차권 구매과정에서 발견된 
 현상 및 문제점 기록 

표 8. 조사개요

2. 사용자 조사결과 
지하철 1회용 교통 카드 발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

은 평균 30 ∼50  정도 으며. 이 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일 경우 어려움 없이 목 에 맞는 교통카드

를 발  받았다. 50  이상 소요되거나 지체되는 사용

자  부분은 발매기를 처음 이용해보는 기 사용자

으며, 발매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간혹 연령 가 높을수록 정보가 집

된 화면에서 이용이 지체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지

만 부분은 연령 와 상 없이 공통 인 문제 을 발

견할 수 있었다 .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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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결과5
선택한 초성에 따른 역명이 너무 많아 찾는데 시간이 다수 
걸림, 노선 선택을 못찾을 경우 계속 찾아봄 노선 선택을 발견
하면 노선에서 재탐색  

찰 상 40  중반 여성,50  중반 남성,50  초반 여성  
인터뷰

“노선 버튼이 위에 있는지 몰라 한참 헤맸습니다”-50  초
반 남성

단계

찰결과8
역 잘못 선택 시 이전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없어 취
소하고 홈화면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매 프로세스 진행

찰 상 30  후반 여성, 20  중반 여성, 30  초반 남성

단계 

찰결과7

목적지역 선택 후 금액 투입하라는 음성안내가 들리나 주변소
음이 심한 경우,  들리지 않아, 금액을 넣어야하는지 모르고 몇 
초간 머뭇거림 (금액 투여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보임) 

찰 상 20  후반 남성,50  후반 남성

단계 

화면명 문제 개선방향

홈

 기본 운임과 목적지역 2개
 의 선택옵션이 사용자를 
 고민에 빠지게 한다.

 승차권 구매로 메뉴를 통합하
거나 사용 빈도가 높은 목적지 
선택 메뉴를 첫번째에 배치한
다. 

 우측 하단 환승불가 안내  
 문구가 가시성이 떨어진다.

 환승불가역을 목적지로 선택 
 한 경우에만 안내 문구를 보  
 여 주거나 주목성 높이도록 
디자인한다. 

기본운임  

 목적지가 기본운임 구간인 
 지 알 수 없다. 

 현재 출발역 기준으로 기본 
 운임이 적용되는 역을 알려준다. 

 1매만 구매 가능해서 2매  
 구매하려면 취소 후 목적지/ 
전체 구간 메뉴로 이동해야
 한다. 

 기본운임 1매이상 구매 가능
 하도록 한다.

체구간

 목적지에 따른 구간별 발매 
 금액을 인지하기 어렵다.

 필요에 따라 목적지역에 따  
 른 운임요금 조회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목적지 선택 메뉴와 연관이 
 없는데 같이 혼재되어 한 화
 면에 있다.   

 전체 구간 메뉴를 기본 운임 
 메뉴와 구간별 선택 메뉴로  
 통합한다.

목 지 
선택

 인덱스에 따른 역리스트에
 서 목적지역을 찾는 것이 시 
 간이 걸릴 수 있다.

 목적지역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검색 메뉴 제공한다.

 노선별 선택메뉴에 노선 라 
 인색이 표시되지 않아 목적
 지가 몇 호선인지 정확히 인
 지가 어렵다.

 각 노선 레이블에 노선 컬러 
 를 표시해준다.

 노선 선택 버튼이 눈에 띄 
 지 않는다.  

 노선 선택 버튼의 위치를 눈
 에 띄는 곳으로 배치한다.

 출발역, 도착역의 표시 정
 보가 버튼 디자인처럼 보인 
 다.

 버튼만 클릭커블한 디자인으
 로 변경한다.

구매

 성인,어린이 승차권이 같이
 구매되지 않아 각각 구매해
 야한다.

 멀티 선택 가능 하도록 한다.

 목적지역이나 발매 금액 잘
 못 선택 시 취소하고 홈화면
 에서 프로세스 진행해야한다. 

 이전 버튼을 두어 잘못 선택
 된 정보를 재 선택할 수 있도
 록 해야한다.

표 10.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찰결과6
성인과 어린이 교통카드를 같이 발매할 수 없어 성인 구매 하
고 다시 홈화면에서 어린이용 카드 각각 구매해야함.  

찰 상 자녀와 동행한 40  중반 여성 

단계 

3. 개선방향 도출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그 행동이 목 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요한 역할을 해

야한다[7]. 한 키오스크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안내원 없이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객  민원 상담을 한 인건비를 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8]. 이러한 기 효과를 상하여 지하철 무

인 승차권 발매기가 도입되었으나, UI  실제 사용 

장을 조사한 결과 승차권 구매 행 가 시스템의 동작과 

일치하지 않아 문제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원하지 않는 교통카드를 발  받

거나 역무원 안내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다

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메뉴 분석  사용자조

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개선방향을 

[표 10]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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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어느 시점에서 넣어
 야하는지 인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금액 투입 안내 메시지에 
 한 가시성을 높인다.

기타

 일부 선택한 버튼에 한  
 포커스가 명확하지 않아 어
 떤 버튼을 선택하였는지 인 
 지하지 못한다. 

 선택한 버튼은 포커스 처리
 하여 현재 선택한 정보를 인
 지하게 하고 선택하지 않은 
 버튼과 구분한다.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주의를 분산시킨다.

 Depth를 늘려서라도 필수정 
 보만 표시하여 주목성 높이고 
 목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Ⅳ. 결 론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는 효율 인 시스템 운 과 사

용 편의성을 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인터페이스를 분

석하고 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하철 승차권 구매과

정에서 다양한 문제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결과로 제안된 개선사항은 운 주체의 효율 인 시

스템 운 과 시민의 사용편의성을 해서는 반드시 해

결되어야할 이슈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토 로 로

토타입을 제작하여 추가 인 문제 들을 발견하고 보

완해 체계 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지하철 승차권 발매

기는 인터페이스 이외에도 외  디자인이나 보증  미

환  이슈 등 다양한 문제 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총

체 인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UI 외에도 

키오스크 디자인  운  측면에서의 반 인 개선

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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