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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누구나 한 번쯤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꿈꾼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를 가

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여행을 하며 그 자체가 어려운 ‘도전’이 된다. 지체장애

인들을 위한 기존 여행 애플리케이션들은 한 지역의 정보만 담고 있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용으로 정보

량이 현저히 적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지체장애인들에게 여행이 어려운 ‘도전’이 아닌 자

유롭게 즐길 수 있는 ‘휴식’이 되고자 지체장애인의 장벽 없는 여행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 ‘배프’를 개

발하였다. 공공 API와 웹 서버를 이용하여 기존 지체장애인을 위한 여행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효율적인 기

능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무장애(barrier-free), 관광(tourism), 실시간(real-time), 

맞춤형(customized), 여행코스(travel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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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여행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시대에 무장애 여행에 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여행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여행을 하며 여행 자체가 

그들에게는 도전이 된다.[1] 이러한 상황 속에 지체 장애인을 위한 

여행 정보량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지체장애인의 

장벽 없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Best Friend가 

되는 ‘배프’를 개발하였다.

Ⅱ. Preliminaries

기존에 출시된 애플리케이션인 ‘사람인 제주’와 웹 사이트인 ‘무장

애로 즐기는 대구 관광’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자세히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여행지 선택 

폭이 좁아지는 점에서 불편함을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배프’는 Tour API[2]를 통해 국내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Tmap API를 통해 관광지 위치를 

사용자가 보기 쉽도록 도식화하였다. 또한 웹 서버를 사용하여 자체적

으로 사용자들에게 관광 코스를 구상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장애편의시설을 선택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Ⅲ.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는 무장애 관광을 안내해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Fig·1에서 

보듯이 맞춤형 관광지 추천, 무장애 관광 코스 추천, 체험활동 소개, 

할인정보 소개, 순위의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ig. 1. Servic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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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관광지 추천 기능

Tour API를 연동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지역과 선택한 필요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필터링한다. 사용자에게 출력할 정보는 Tmap 

API를 연동하여 pin mark로 화면에 표시한다. (Fig.2.)

- 무장애 관광 코스 추천 기능

선택/추천한 지역 안에서 편의시설을 3개 이상 가진 관광지를 

근거리 순으로 5개를 묶어 하나의 코스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코스, 지도 두 가지 화면 구성)

- 지체 장애인을 위한 체험활동 및 할인 정보

지체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체험활동 및 교통, 입장료 할인 

정보를 목록화하여 제공한다. 사용자에게 제공된 정보들은 본 연구

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들을 자체 DataBase에 저장하여 웹 서버를 

통해 제공한다. 할인 정보는 외부 URL을 통해 접속가능하다.

- 해당 관광지 상세 정보

해당 관광지 선택 시 Tour API를 연동하여 편의시설 유무와 관광지 

설명을 제공한다. (Fig.2.)

Ⅳ. Conclusions

해당 프로젝트 ‘배프’를 통하여 그동안 무장애 관광에 정보가 부족하

여 도전하지 못한 지체장애인들이 조금 더 쉽게 무장애 여행에 접근할 

수 있고, 관광지 또한 무장애 관광을 하는 지체장애인이 늘어나며 

무장애 여행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주며 장애인 시설을 철저하게 

갖춰 무장애 관광 도시로서의 발전도 가능하다. 

웹 서버를 통해 관광지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Talk 

back Service를 활용해 타 유형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며 타켓을 확대할 것이다.

Fig. 2. Facilities Selection Screen & Tourist Prepare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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