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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 시대의 발달로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 서

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모바일 기기

인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

해 신체적인 제한이 있는 소비자들은 비장애인 소비

자와 같은 서비스를 동시에 누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보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

여 있었던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해 점자책 등의 

점자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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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가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현

황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1,298명이 버스 및 지하

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중 서울메트

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83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로는 도시철도 405명, 9호

선 2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

애인은 1일 평균 35명이었다[3]. 이처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이나, 이에 대한 정

보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시간 지하철 정보를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들이 존재하나[4,5],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

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소비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핸드폰 OS에 자체적으로 내장

된 ‘토크백(TalkBack)’[6]이나 ‘보이스오버(Voice

Over)’ [7]와 같이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을 사용한

다. 하지만, 비시각장애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비장애인 소비자와 동등한 지하철 서비스 이용 접근

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과 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으

로 스마트 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 

및 닷 워치를 사용하여 지하철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제안

한다. 이를 위하여 지하철의 실시간 안내 정보를 닷 

워치의 점자로 표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였다.

2. 관련 기술

2.1 닷 워치

㈜닷에서 개발한 닷 워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및 진동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워치이

다[8,9]. 사용자는 닷 워치의 버튼 조작을 통하여 닷 

워치를 조작할 수 있다.

닷 워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의 블루투스를 

통한 페어링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닷 워치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달로 닷 워치에서의 

입력 정보가 담긴 패킷을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Fig. 1에서 알 수 있듯, 닷 워치의 점자는 현

재 한 번에 4자밖에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 번에 많은 텍스트 정보를 점자로 제공받기에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중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축약어를 사용했다.

2.2 서울시 정보 제공 API

본 서비스의 개발에서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10]에서 제공하는 API 중에서 ‘서울시 지하철 실시

간 도착정보’와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열차 위치정

보’를 사용하였다. 이 API들은 각각 승차 대기 상태

와 탑승 중의 상황에서의 실시간 지하철 정보를 제공

한다.

API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할당하는 인증키 값을 사용해 각 API로 요청해 받아

온 값을 JSON[11] 형태로 받아온다. 이하의 코드는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도착정보’ API를 사용하는 코

드의 예시이다. 서로 다른 API의 경우, 상기한 방식

으로 요청하는 값만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각 API

로부터 결괏값을 전달받는다.

result = Remote.getData (

"http://swopenapi.seoul.go.kr/api/subway/“ +

“인증키”+“/json/realtimeArrivalList/0/50/”

+ URLEncoder.encode (LineName,"UTF-8"));

json.getJSONArray (

"realtimeArrivalList")

상기의 방식을 통하여 API로부터 전달받은 결과 

값 중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값만을 추려 개발에 사용

하였다.

Fig. 1. Dot Watc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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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DSay API

본 서비스 개발에서는 전국 범위의 대중교통 데이

터베이스를 가공하여 자체 API로 제공하는 ODSay

API 서비스[12]를 이용하였다. 개발을 위하여 ODSay

제공 서비스 중 ‘ODsay SDK for Android 2.0.1’를 

다운로드받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연결한다. 연

결 후 API 항목 이용을 위해 객체로 ODSayService

객체를 만들어 사용한다. 호출 결과는 JSON 형태로 

받아 처리한다.

ODSay에서 제공하는 API 중 ‘대중교통 정류장 검

색(SEARCH_STATION)’, ‘지하철 경로검색 조회 

(지하철 노선도) (SUBWAY_PATH)’ 의 2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3. 시스템 구성 및 기능

3.1 시스템 구성

본 서비스의 시스템은 아래의 Fig. 2와 같다.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이 정보 처리의 주가 되며, 사용자는 

닷 워치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 전달을 주고받

는다. 닷 워치와 애플리케이션은 블루투스 페어링으

로 서비스 제공 중 항상 연결되어 있다. 사용자가 원

하는 지하철 또는 열차 정보를 닷 워치 조작을 통해 

전달하면 닷 워치는 입력받은 버튼의 값을 애플리케

이션으로 전달한다. 특정 정보가 호출되면 애플리케

이션은 서울시 또는 ODSay API에서 특정 값을 받아

와 처리한다. 처리된 값은 출력하기 위하여 텍스트 

정보로 가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및 닷 

워치의 점자로 출력한다.

Fig. 2. System architecture.

 

3.2 시스템 주요 기능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크게 2가지로, 지하철 

승차대기 상태에서의 안내와 지하철 상의 위치 안내

이다.

첫 번째, 지하철 승차대기 상태에서의 안내 기능

은 설정한 출발역에서 열차를 대기 중일 때 해당 출

발역에 도착하는 열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탑승 현재 시점에서 첫 번째 도착 열차와 두 번째 

도착 열차 각각의 종점 행 정보, 역 도착까지의 남은 

시간, 급행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상의 화면 및 닷 워치 상의 점자로 제공

한다. 지하철 탑승 후에, 닷 워치의 버튼을 조작하면 

탑승을 알리는 알림이 울리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두 번째는 지하철 상의 위치 안내로, 사용자가 열

차에 승차한 경우에 제공된다. 사용자가 역에서 열차

에 탑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탑승한 열차

를 판단하여 해당 열차의 운행 정보를 제공한다. 열

차의 다음 역명, 하차 역까지 남은 시간, 하차 역까지 

남은 역 수, 열차의 다음 역의 하차 방향을 제공한다.

이 정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의 화면 및 닷 워

치 상의 점자로 제공한다. 하차 역 전 역에서 닷 워치

의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준다.

Fig. 3. Key function.

서비스 처리 과정은 Fig. 4와 같다. 애플리케이션 

내의 음성 인식 기술(STT)과 음성 합성 기술(TTS)

을 이용하여 경로 확인 단계를 거친 이후, 승차 대기 

및 판단 단계로 넘어가고, 해당 단계에서 사용자의 

열차 탑승이 확인되면 이동 중 단계가 된다.

단, 환승역에서의 하차가 확인된 경우 환승역의 도

Fig. 4. Servic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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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열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승차 대기 및 판단 단

계로 돌아간다. 이후 사용자가 승차하면 이동 중 단계

로 재진입한다. 이때 사용자가 하차 역 에 내리지 않

고 지하철을 계속 타는 경우에는 잘못된 경로로 진입

했다고 판단하여 닷 워치의 진동으로 알림을 준다.

4. 시스템 구현 및 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서 자바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4.1 기기 간의 통신 구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과 닷 워치를 블루투스

로 연결한다. 다음의 코드로 닷 워치의 입력 버튼 패

킷 값을 받아와 요구된 동작을 수행한다.

intent.getByteArrayExtra (

UartService.EXTRA_DATA);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코드로 닷 워치

에 패킷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해 점자 및 진동으로 

나타낸다.

mService.writeRXCharacteristic(Value);

4.2 승차 대기와 판단 상태

4.2.1 열차 도착 정보 제공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도착정보’ API에서 출발역

의 열차 도착 정보를 받아온다. 받아오는 변수는 이

하의 Table 1과 같다.

경로상 지정된 출발역의 ID와 statnId를 비교해 어

떤 호선의 어떤 역에서 탑승하는지 판별하고, up-

dnLine를 이용해 상/하행을 판별한다. 정보의 출력 

방식은 ‘열차도착순서(N), 도착지 방면(~(행)), 남은 

시간(M분), 급행 정보(급/일반)’와 같다.

아래 Table 2는 숙대입구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에서의 출력 결과 예시이다.

4.2.2 닷 워치 조작을 통한 승차 판단

지하철 탑승 후에 지하철 상 위치 안내에 대한 서

비스를 이용하려면 닷 워치의 F7 버튼을 아래로 돌

린다.

4.3 이동 중 상태

4.3.1 탑승 열차 특정 알고리즘 구현

사용자가 탑승한 열차를 특정해 실시간 열차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4.3.1.1 탑승 열차 번호 구하기

사용자가 지하철에 탑승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도착정보’ API에서 출발역의 경로상 

다음 역의 열차 도착 정보를 받아온다. 받아오는 변

Table 1. List of train arrival information variables

Real-time Arrival Information of Seoul Subway

Arrivals area trianLineNm

Train arrival scheduled time barvlDt

Up and down line classification updnLine

Train type btrainSttus

Subway Station ID statnId

Table 2. Example of output on Dot Watch

“1-오이도-7분-일반”

“2-오이도-12분-일반”

Table 3. List of train number acquisition variables

Real-time Arrival Information of Seoul Subway

Train arrival scheduled time barlDt

Train number btrainNo

Up and down line classification updnLine

Subway Station ID statnID

Fig. 5. Waiting for boarding and Judgment Status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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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경로상의 출발역 ID와, JSON으로 받아온 statnId

변숫값을 비교하여, 어느 호선 상의 어느 역명이 경

로상 출발역의 다음 역인지 판단하고, 경로 방향을 

알기 위해 updnLine 변수를 이용해 상/하행 값을 받

아온다. 이후 해당 역명의 데이터에서 최종적으로 경

로에 따른 출발역의 다음 역을 구한다.

구한 데이터에서 출발역의 다음 역에 도착하는 모

든 열차의 barlDt 변숫값을 비교한다. barlDt 값이 

가장 적은 열차가 출발역에서 가장 최근에 출발한 

열차이므로, 해당 열차의 btrainNo 값을 사용자가 탄 

열차 번호로 판단하고 변수로 저장한다.

4.3.1.2 탑승 열차 운행정보 받아오기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열차 위치정보’ API에서 실

시간 열차 정보를 받아온다. 받아오는 변수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이후 4.3.1.1절에서 구한 열차 번호와 일치하는 

trainNo 값을 찾아 사용자가 탑승한 열차의 운행정

보를 구한다.

위의 Table 5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은 train-

Sttus 변숫값이 0일 경우 받아온 statnNm 값을 다음 

역의 정보로 제공하고, 이외에는 해당 statnNm의 다

음 역을 사용자에게 다음 역의 정보로 제공한다.

경로상의 하차 역까지 남은 시간과 남은 역수는 

ODSay API ‘대중교통 정류장 검색’ 항목을 이용해 

제공한다.

하차 위치는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도착정보’ API

를 이용한다. updnLine 변수를 이용해 상/하행을 판

별한다.

닷 워치에 출력되는 정보는 ‘다음 역명, 남은 시간

(M분), 남은 역수(N전)’, ‘하차 위치(오른쪽/왼쪽)’이다.

아래 Table 6은 사용자가 탑승한 열차가 숙대입구

역을 향하고 하차 역이 숙대입구역인 상황에서의 닷 

워치 출력 결과 예시이다.

4.3.2 하차역 안내

탑승 열차의 다음 역명이 경로상의 하차 역(환승

역 및 도착역)의 역명과 일치하면 닷 워치의 진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하차 역 전역임을 알린다.

4.4 하차 단계와 잘못된 경로 상태

4.4.1 환승 구간 안내

하차 역이 환승역일 경우, 환승역에서 도착역까지

의 열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차 후에 

닷 워치의 F7 버튼을 밑으로 돌린다. 이 경우, 승차 

대기 및 판단 단계로 돌아가 환승역의 도착 열차 정

보를 제공한다.

4.4.2 잘못된 경로 판단 알고리즘 구현

사용자가 하차 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더 이동하는 

Table 4. List of Receive Boarding Train Information

Real-time train location information
for Seoul Metro

Subway station name statnNm

Train number trainNo

Train status classification trainSttus

Real-time Arrival Information of Seoul Subway

Up and down line classification updnLine

Direction of the exit subwayHeading

Table 5. Train status information according to trainSttus 

value

Train status information according to
trainSttus value

0 Entering the station

1 Arriving the station

others Leaving the station

Table 6. Example of output on Dot Watch

“숙대입구-2분-1전”

“오른쪽”

Fig. 6. Flow chart while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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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한다.

기존 설정된 경로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는 경로상의 역명을 리스트로 저장해 가지고 있다.

다음 역명이 이 리스트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목

적지를 지나쳤다고 판단한다.

잘못된 경로 판단이 완료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 및 닷 워치에 진동으로 알림을 준다.

Fig. 7. Off-road Phase and Wrong Path Status Flow 

Diagram.

5. 사용성 평가

5.1 평가 계획

5.1.1 사용성 기준

본 연구는 닷 워치를 이용해 구현한 지하철 안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하였다. 본 평가는 서

비스가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

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가, 그리고 경로의 순항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단 가능한가를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용하기 편리

한 사용성 기준에 대한 평가 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

체적으로 정의한다.

1) 효율성(efficiency)은 조작이 쉽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본 서비스로부터의 조작 과

정의 용이성 및 이해 난이도, 알림과 같은 정보 전달

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평가를 5점 척도법으로 측정

한다.

2) 효과성(effectiveness)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본 서비스가 지하철 이용 시 사

용자의 상황 판단과 인식에 있어서 효과적인가에 대

한 설문 평가를 5점 척도법으로 측정한다.

3) 만족성(satisfaction)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하여 더 사용하고 싶은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 신뢰성, 재사용 및 

추천 의향에 대한 설문 평가를 5점 척도법으로 측정

한다. 각 만족도 평가는 지하철 정보 제공 관련, 닷 

워치 관련, 기타/심리적 관련으로 나뉜다.

5.1.2 실시 계획

평가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피평가자별로 3개

의 이동 태스크를 진행하며, 이동 태스크는 다음과 

같다.

1) 태스크1: 숙대입구(4) à 이촌(4), 총 4역, 환승 

0번 (이동시간: 6분)

2) 태스크2: 이촌(4) à 회현(4), 총 6역, 환승 0번 

(이동시간: 10분)

3) 태스크3: 회현(4) à 충무로(4à3)환승 à 약수

(3), 총 5역, 환승 1번 (이동시간: 15분)

* 태스크 3은 약수(3)에서 하차하지 않고 1역 더 

가서 금호(3)에서 하차, 잘못된 경로 상황 발생

각 이동 태스크 별로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

한다. 각 항목은 승차대기 중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탑승 판단에 대한 의견, 이동 중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이동 중 하차 판단에 대한 의견으로 나뉘며,

태스크3의 경우에만 잘못된 경로에서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이 추가된다. 항목별로 효율성, 효과성 관

련 질문이 하나씩 존재한다. 모든 이동 태스크를 마

친 후에는, 만족성에 대해 질문한다.

평가는 평가 안내자와 평가 기록자 2명이 수행하

게 되며, 평가 안내자는 전체 태스크를 안내하고 동

작을 지시한다. 평가 기록자는 평가 기준에 따라 피

평가자의 답변을 기록하며, 피평가자 옆에서 상주하

며 관찰 사항을 기록한다.

실험 시작 전, 본 서비스의 작동법과 태스크에 대

한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진행하여, 본 서비스의 닷 

워치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제공하였

다. 이때, 경로는 평가 안내자가 설정한다.

5.2 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총 4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Table 7은 처리 단계별 사용성 평가 결과이다. 표

를 보면 처리 단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효율성 평균은 2.93(1.18), 효과성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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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로 약간의 차이로 효율성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작이 쉽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평이 높다.

Table 8은 피평가자별 사용성 평가 결과이다. 피

평가자의 각 이동 태스크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피평가자A는 태스크2와 태스크3에서 닷 워치와 블

루투스의 연결이 불안정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

동하지 않아 점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피평가자별 점

수의 차이는 크다. 특히, 피평가자B의 점수가 다른 

피평가자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피평가

자 B는 닷 워치 사용 경험이 없었으며, 닷 워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피평가자B는 평

가 중 닷 워치의 점자 상태가 좋지 않으며, 점자가 

잘못 올라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의견을 표출했다. 그 외에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

을 보아, 사람에 따라 본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는 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이다. 다른 항

목에 비해 심리적 요인 관련 부분이 상대적으로 점수

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피평가자들은 대체로 닷 

워치의 부정확한 점자 표기법에 불만을 표출했다. 피

평가자A는 남은 시간 등의 정보는 유용하나, 닷 워치

를 사용하기보다 스마트폰에 집중하여 음성으로 정

보를 알려주는 방향을 추천했고, 피평가자C는 지하

철에 소음이 많을 경우에는 점자로 정보를 제공해주

는 것이 유용하지만 닷 워치의 점자 오류가 많아 활

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불안정할 경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

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이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했다.

Table 10은 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이다. 대체로 

낮은 점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닷 워치의 기기 문제나 블루투스 연결 등

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만 정

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현하였

다. 닷 워치, 서울시 제공 API와 ODSay API를 사용

해 시각장애인이 기존보다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Table 7. Results of usability evaluation by processing step

Processing phase Efficiency Effectiveness Average

Waiting for boarding 2.92(1.07) 2.31(1.07) 2.62(1.11)

Boarding judgment 3(1.18) 2.2(1.33) 2.6(1.32)

Providing information on train 3(1.18) 2.3(1.35) 2.65(1.31)

Deciding to drop out on train 3(1.31) 2.43(0.73) 2.71(1.1)

Providing information when the path is invalid 2(1) 2.5(1.5) 2.25(1.3)

Table 8. Results of usability evaluation by testee

Testee Task1 Task2 Task3 Average

A 3.33(0.75) 2.5(0.96) 2.75(1.2) 2.85(1.06)

B 1.17(0.37) 1(0) 1.5(1.02) 1.33(0.82)

C 2.5(1.22) 2.75(1.3) 2.63(1.22) 2.63(1.25)

D 3(1) 3.5(0.5) 3.6(0.49) 3.45(0.58)

Table 9.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 by item

Satisfaction Survey Average

Related to Supply of Subway
Information

2.55(0.78)

Related to Dot Watch 2.19(1.07)

Related to psychological factors 1.56(0.61)

Table 10.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 by testee

Testee A B C D

Average 2.09(0.51) 1.7(0.9) 2.27(1.21) 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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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평가 결과, 아직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불

안정하지만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직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이 거부감

을 느끼고 있는 닷 워치보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음성 출력 기능인 안드로이드의 ‘토크백(Talk

Back)’이나 아이폰의 ‘보이스오버(VocieOver)’ 모드

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비시각장애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애플

리케이션과 달리 시각장애인 소비자에 초점을 맞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방안을 고안할 예정

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더욱 진행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생활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 J. Kim, E. Hong, and G. Jeon, "Development

of a Braille E-Book for the Blind Using

E-Book Standar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

neers, Vol. 17, No. 6, pp. 369-377, 2011.

[ 2 ] J.H Park, S. Park, M. Lee, and S.B. Lim, "Voice

Activity Detection Algorithm Using Wavelet

Band Entropy Ensemble Analysis in Car

Noisy Environments," Journal of Korea Mul-

timedia Society, Vol. 21, No. 11, pp. 1342-1352,

2018.

[ 3 ] Braille blocks in Seoul, Danger of Blindness

(2015), http://abnews.kr/19TV (accessed May

24, 2020).

[ 4 ] Kakao Metro Homepage(2019), https://map.

kakao.com/info/kakao_metro (accessed May

24, 2020).

[ 5 ] Subway Korea(2020), https://play.google.com

/store/apps/details?id=com.imagedrome

.jihachul (accessed May 24, 2020).

[ 6 ] Android Accessibility Help(2020), https://

support.google.com/accessibility/android

/answer/6283677?hl=en (accessed May 11,

2020).

[ 7 ] iPhone Accessibility Help(2020), https://

www.apple.com/kr/accessibility/iphone

/vision/ (accessed May 11, 2020).

[ 8 ] Dot Watch Homepage(2018), https://www.

dotincorp.com (accessed March 2, 2020).

[ 9 ] D. Kim, Y. Ko, S. Kwon, D. Kim, J. Jang, and

Y. Lee, “Design of Subway Information Guide

System Using NFC Tags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Journal of Korea Informa-

tion Science Society, pp. 930-932, 2018.

[10] Seoul Open Data Plaza(2019), http://data.

seoul.go.kr/ (accessed March 2, 2020).

[11] T. Marrs, JSON at Work Practical Data

Integration for the Web, Insight Publishers,

Seoul, 2018.

[12] ODSay Homepage(2019), https://lab.odsay. com/

(accessed March 2, 2020).



1107시각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지하철 이용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김 효 린

2016년∼현재 숙명여자대학교 ICT
융합공학부 IT공학전공 

관심분야 : 모바일 멀티미디어 응

용, UI/UX 등 

육 주 혜

1991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학사)
1995년 미국 U. of South Carolina

특수교육학과 졸업(석사)
2000년 미국 U. of South Carolina

특수교육학과 졸업(박사)

2000년～200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2004년～현재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2006년～2011년 한국보조공학회 회장

2013년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Northridge
(CSUN) 방문교수

2016년～2017년 한국보조공학사협회 회장, 현재 명예회장

2019년∼현재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센터장

2020년∼현재 한국재활복지공학회 부회장

관심분야 : 특수교육공학, 보조공학, ICT 접근성, 재활멀

티미디어콘텐츠

박 세 진

2015년∼2019년 나사렛대학교 재

활공학과(학사)
2019년∼현재 나사렛대학교 대학

원 재활공학과(석사 과정)
관심분야 : 보조공학 등 

임 순 범

1982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1983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석사)
1992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박사)

1989∼1992년 (주)휴먼컴퓨터 창업 (연구소장)
1992∼1997년 (주)삼보컴퓨터 프린터개발부 부장

1997∼2001년 건국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2001년∼현재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교수

2015년∼현재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연구소 연구소장

2006년 University of Colorado 방문교수

2014년∼한국멀티미디어학회 회장, 명예회장

2012년∼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명예회장

관심분야 : 컴퓨터 그래픽스, 웹/모바일 멀티미디어 응용,
디지털 방송, 전자출판(폰트, 전자책, XML 문

서), User Inter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