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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하고 자립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 결제기능을 가진 앱이 출시되었으나, 현재 이용률이 5%로 매우 저조한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앱의 이용저조 원인을 리뷰분석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Nvivo를 활용, 이용저조 

원인을 내용 분석한 결과, 1) 기술적 2) 디자인 3) 경제적 4) 관리소홀 5) 이용자 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기종의 제

한, 접속의 문제, 디자인요인으로는 UI/UX의 문제, 경제적 요인으로는 부정수급을 위한 의도적인 기피 및 통신비 부담이 드러났다. 

관리소홀 요인으로는 앱 이용 교육 부재, 서비스 기관들의 비적극성, 이용자요인으로는 활동지원사들의 디지털활용역량이 낮은 점 

등이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현재 앱 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앱의 기능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앱에서

는 보완대체의사소통매체를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고 자립촉진 기능을 도입했다. 저자들

은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새로운 앱의 의사소통 개선 및 자립지원 효과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version of application for enhanc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personal 

assistants in relation to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AS) Program. The PAS application previously developed with payment 

function in 2015 has shown low user rate of about 5%.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s of low user rate based on application 

re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Nvivo analysis showed five factors in technical, design, economic, management, user 

aspec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low rate. Difficulties of application download, unstable communication connection, poor UI/UX 

dominate in technical and design factors. Fraudulent claim by personal assistants was categorized as an economic factor. Management 

factors such as lack of software education or inactive introduction and Users factors of personal assistants’ poor digital abilities also 

resulted in the low user rate. Based on users’ experience of current PAS application, this study designed new version of application 

software for PAS program to increase independent support and communication ability by adopt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media. With results of this study, authors suggest the further study proves enhanced effects of new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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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이후 사회의 디지털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일상생활의 디지털화는 장애인에

게도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킹이 가능한 스

마트폰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장애인에게도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각, 청각 

장애인들의 상황인지, 독서, 이동 등을 돕는 다양한 앱들이 등

장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1].

장애인들을 유저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은 유용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전달매개

로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

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2018년 12월 기준 9만4천여 

명의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2]. 2005년 장애

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장애

인 소득보장(33.1%), 취업 알선(14.7%)에 이어 활동지원서

비스(11.1%)을 꼽았다[3]. 그만큼 2011년 시작된 장애인활

동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 사회성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로 꼽히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 개념은 선택할 권리, 서비스를 받

을 권리, 자기결정권으로 구성된다[4].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에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자기결정’이 

중심원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선택이란 장애인이 생활의 

거점을 결정하고 생활계획을 세우며 원조자를 선택할 수 있

는 것이다. 자기관리란 장애인이 원조가 필요한 시간, 장소, 

원조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의사소통

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 또한 자립지원에서 멀어져, 단

순 수발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만 실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5].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보고 

사진을 보며 SNS상의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있다. 서보경 외 3

명(2016)[6]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하루 중 스마트폰을 이용

하는 시간이 약 301.4분인데, 이는 일반인들의 스마트폰 과

의존위험잠재군의 하루 이용시간 300.1분에 맞먹을 정도로 

이용시간이 길다. 스마트폰은 문자나 언어 대신 사진, 아이콘,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편의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앱을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의 선택과 결정권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결제 기능에 국한된 애플

리케이션이 이용되고 있다. 2015년 출시된 이 애플리케이션

은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개시와 종료 시 이용자의 카드와 접

촉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을 확인하고 시간만큼 비용을 결제 받

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

아서 직접 서비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바우처사업의 일환이

다. 하지만 공공 앱에 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앱은 사실상 

이용자가 적어 정부감사기구의 권고를 받은 상태이다[7]. 같

은 돌봄서비스이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각 체크, 일지 작성, 이용자 현황 

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과 큰 차이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 사업으로써 규모가 크

며 이용자들의 숫자가 많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방치

돼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한다면 장애인복지분야의 

디지털화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결제 기능 이

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사이의 

의사소통 원활 및 다양한 활동지원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제애플리케이

션의 이용현황 및 저조한 이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자 한다. 나아가서 장애인들의 자립, 사회성 향상을 위한 새로

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현재 이용되는 애플리케이

션의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의사소통 촉진 및 자립기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애

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디자인을 설계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립지원 이념과 성과

2011년 시작된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

률에서는 본 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

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 함을 명시하였다.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며[8], 이용자들의 사회성과 자립을 기르는 데 있어 중요

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있어서 자립의 의미는 일반인에 대한 자립개념과

는 다르다. 영국의 장애 운동가 브리젠덴(Brisenden)은 자립

이란 “장애인이 아무런 지원 없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필요한 원조

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8],[9]. 즉 지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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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야 한다. 

자기결정과 선택권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논의함에 있어 핵

심적인 개념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에게 있어 자기

결정권은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과 서비스 제공 시간을 결

정하는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선택권과 통제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10],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활

동지원서비스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발휘하는 데에는 큰 어

려움이 있다[11]. 이는 장애인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

도와 함께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

기 때문이다. 

Wehmeyer(1998)[12]에 따르면 뇌성마비 성인에게도 좋

고 싫음의 선호가 있지만, 의사전달의 어려움으로 이를 표현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도 장애인들

은 구어발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들에게 자신

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반복된 좌절은 학습된 무기력을 불러일으켜 자기

결정행동의 동기를 사라지게 한다[13].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와의 관계성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해하고 있다’

는 응답은 61%로 함께 있어도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힘들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결과, 선택과 결정권이 활동지원사에게 주어지며 이 둘 간의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대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와의 좋은 관계는 자립생활에

의 영향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정병문(2008)[14]연구에

서 활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는 스케줄통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지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

립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

사가 사려 깊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활동지원사를 신뢰할 

수 있는 점 등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의 상호관계성 만족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을 받는 장애인의 경험을 ‘자립지원’

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립지원에 해당하는 긍

정적인 경험으로 ‘나를 찾음’, ‘심신의 건강회복’, ‘보통 사람

들처럼 된 라이프사이클’, ‘삶의 의미를 되찾음’등이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험으로 ‘(활동지원사의)책임감 결여, 문턱 

높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반영되지 못한 욕구, 주객이 전

도됨’등이 도출됐다[8].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

면, 집안일에 대한 만족도(위생상태, 식생활 만족도 등)는 높

았지만, 의사소통 만족도, 가족 친구관계 만족도, 업무 만족

도, 외출에 대한 만족도, 시간관리 만족도 등 정신적인 만족도

는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5]. 

장애인 본인의 문제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입각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자립지원

의 이념을 충분히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

지원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2 AAC기반 의사소통(디지털화)을 통한 자립 및 사회성 개발 

가능성

2000년대 이후 국내 장애인복지정책은 단순 지원에서 자

립지원을 목표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자립지원의 개

념은 선택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으로 이루어져 

있다[4]. 하지만 중도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

어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결정과 선택, 이에 대한 표현

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중 언어, 문자를 통한 의사표현이 힘든 사람들에게

는 일반인들의 의사소통매체와는 다른 매체가 필요하다. 말 

대신에 실제 사물, 그림글자 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거나, 음

성산출기,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다른 의사소통

시스템을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언어 및 문자로 의사표현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비언어

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된 것이 보완·대

체의사소통중재(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이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말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구어적 의사소

통 방법이다[15]. 축소형 사물, 사진, 선화, 추상적 상징 등 

표상상징, 철자상징 등 추상적 상징[16]등의 매개체를 얘기

한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이러한 매개체뿐 아니라 장애인들

이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된 접

근방법까지 포함한다[17]. 이 때문에 AAC는 단순히 매개체

일 뿐만 아니라 보조도구, 전략 그리고 테크닉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광범위하게 고찰

한 Light(1988)[18]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을 충족시키는 

네 가지 의제 혹은 목적을 ①요구 및 바람표현

(communication ofneeds/wants) ②정보전달

(informationtransfer) ③사회적 친밀감(socialcloseness) 

④사회적 에티켓(socialetiquette)으로 제시하였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하는 경우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충족시키며 자기결정 기회를 촉진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

다. 중도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도 이를 통해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타인에게 표

현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자기

결정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19],[20].

보완대체의사소통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과 도구를 활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뉘어지며,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손

짓, 몸짓 등을 말하다.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는 의사소통판, 

의사소통책등의 로우테크와 앱, 칙톡, 키즈보이스 등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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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로 나뉘어진다[21]. 즉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장애

인들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아이콘, 

그림 등이 보완대체의사소통매체의 사례가 된다. 장애인의 스

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이유도 언어나 문자가 아닌 그림, 사진, 

음악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의 구성요소를 보완·대체의사소통시스템의 사례로 이

해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활용에 더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앱의 이용현

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기능과 디자인의 새로

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연구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활

동지원사가 서비스제공시 이용자의 카드에 터치함으로써 결

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8년 공

공앱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앱은 2015년 3월에 서비스를 개

시하여, 총 다운로드 수 24,248번이지만, 앱의 유지수는 

5,944명에 불과해 개선을 권고 받은 상황이다. 나머지는 전

용 단말기로 결제를 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앱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찾

아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리뷰 분석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앱 사용후기인 리뷰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74건이 게시됐다. 리뷰는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만, 이용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활동지원사가운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

운로드숫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5%에 불과하다. 이에 애

플리케이션을 한 번도 다운로드 받지 않았거나 현재 사용하

지 않는 사람들의 앱 미이용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그

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사업

담당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 가족 등 본 사업에 참여하

는 사람 15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6월 2차례에 걸쳐 진

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연구절차

와 개인정보보호 등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터뷰에는 앱 사용 경험, 사용하지 않는 이유뿐 아니라 장

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의 경험, 서비스활동, 결제과정 및 서비

스 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다. 사업 관리담당자에게는 

앱 및 결제 관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analysis on 
the current 
application

review analysis
(274 cases)
Focus Group 
Interview
(15 cases)

results of 
analysis

develoopment 
of new 
application

meaning units(445)
central meanings(16)
8 factors 
1)user experience of 
the current app. 
2)necessity of new 
app.

feedback from 
focus group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그림 1. 전체연구 과정

Fig. 1. the research process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녹음한 뒤 텍스트로 전사했다. 텍스트화된 리뷰와 인터뷰 내

용에 대한 분석은 질적 분석도구인 Nvivo10.0와 연구자들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를 병행해 실시하였다. 

Nvivo는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으로 연구자가 보고자 하

는 의미구조를 코딩빈도, 노드관계 등을 통해 보여준다는 점

에서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Nvivo는 질적 자료를 수량화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내용

의 맥락과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22]. 따라서 질적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맥락에 맞는 심층 분석을 위해 Nvivo 개방코딩과 연

구자들에 의한 유목화 과정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리뷰와 녹취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등 질적 자료는 

Nvivo10.0에 저장하였고 Nvivo가 찾아낸 의미단위에 코드

명을 부여하고 이를 주제별로 재분류하는 개방코딩을 실시했

다. 

전체 274건의 리뷰와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을 개방형 코

딩을 했을 때 445개의 단어군(의미단위)로 도출되었다. 리뷰

에서 도출된 단어군은 430개이며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도

출된 단어군은 48개였다. 이 가운데 중복되는 단어군을 제외

하여 최종적으로 445개의 단어군을 분류에 포함시켰다.

이후, 심층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텍스트와 의미단위를 

반복해서 읽으며 중심의미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합의에 의한 유목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은 장애인기관에 종사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

해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관점을 형성해 분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다른 관점의 연구자가 유목화

과정에 참여, 연구자간 합의된 판단을 토대로 중심의미와 주

제를 끌어냈다.

심층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16개의 중심의미와 8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8개의 주제는 ‘앱 이용경험’(5개 주제, 

11개 중심의미)과 ‘새로운 앱 필요성’(3개 주제, 5개 중심의

미)등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애

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의 의사소통

을 촉진하기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매체를 활용하였다.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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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애플리케이션 시안은 포커스그룹에게 검토를 요청하였

으며 검토의견을 반영,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현재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문제점 분석 결과

현재 이용 중인 애플리케이션 리뷰와 포커스그룹인터뷰 내

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5개의 주제는 앱 경험 즉 앱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1) 기술적 요인

기술적 문제에 해당하는 중심의미로는 기종 제한, 미접속, 

불안정한 통신, 통신방식 등이 있다. 기술적 요인은 앱이용경

험에 해당하는 의미단위 379개 가운데 218개(57.5%) 의미

단위로 이루어진다. 

첫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기종이 제한

돼 있다. 본 앱을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기종은 50가지에 불

과하며 대부분 매우 오래된 기종이었다. 새로운 핸드폰을 구

입한 경우 앱을 깔 수가 없으며 효도폰의 경우도 이용할 수 

없다. 특정 핸드폰 제조사나 통신사의 경우에는 앱 다운로드

가 불가능했다. 삼성갤럭시 기종인 경우는 대부분 안 되며 

KT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불만이 많았다.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LG U+의 경우에도 앱을 다운받

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갤럭시 S5 사용자입니다 ‘S5 안드로이드 5.0에서도 서둘

러 사용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앱을 사용하려고 S5

로 바꿨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

습니다.(78번 리뷰 인용)

19년도 기종은 업데이트 안 하나요? 아직도 조선시대인 

줄 아네.(15번 리뷰 인용)

기기 추가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lg-f520k로 기기변경을 

했는데 lg유플러스만 서비스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추가지원 부탁드립니다.(145번째 

리뷰 인용)

J5 기종에 대해 문의합니다. 기존 결제기기가 자꾸 신호를 

못 잡아서 큰 맘 먹고 구입했는데 사용을 못 하네요. 삼성 J5

기종호환 부탁드립니다.(201번 리뷰 인용) 

둘째, 통신/접속의 문제가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애플리케이션을 깔았지만 접속이 안 되거나 접속 후에 

계속 로딩화면만 뜨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접속이 잘 안 되어서 결제를 못 해요. 결제하기 너무 힘듭

니다. 답답해서 짜증날 지경입니다.(14번 리뷰 인용)

첫 화면에서 계속 머무네요. 로딩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

려 주세요, 라는 메시지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한

참 나중에 네트워크 접속이 지연된다고 뜨네요.(67번 리뷰 

인용)

반대로 수시로 앱이 뜨는 바람에 통화나 다른 목적의 핸드

폰 이용에 지장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통화 중에도 웹서핑 중에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통에.., 악

성 광고 뺨치게 사용을 방해합니다. 직접 실행시키지 않았을 

때는 실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화할 때 자동

으로 실행이 돼서 불편합니다.(59번 리뷰 인용) 

계속 띵동 띵동 소리나고 걸핏하면 팝업처럼 화면에 뜨

고...(89번 리뷰 인용) 

 무조건 NFC탓이라네.. 시스템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던가.. (11번 리뷰 인용)

셋째, 통신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 무선통신

을 하는 경우 보통 와이파이를 이용하지만 본 서비스에서는 

와이파이대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계속 와이파이에서 안 된다

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와이파이로는 앱 실행조차 불가능하네요. 무조건 데이터 

연결로만 하라는 데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

우엔 어떡하죠.?(58번 리뷰 인용) 

2) 디자인 요인

디자인 요인에 해당하는 의미단위는 379개 가운데 16개에 

해당하며(4.2%) 1개의 중심의미에 해당한다.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등 디자인에 관한 불만은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요

인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연령대를 보면 전체 등록인

원 67,823명 중 여성 활동지원사가 60,929명, 40-50대가 

전체의 약 75%로 디지털기기에 미숙한 중장년 여성들이 다

수를 이루고 있다[2] 이들은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사용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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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ors

Central
meaning

Meaning unit 

T e c
hnol
ogy

Commu
nication/
Connect
ion
Error

Connection instability, Mobile carrier LG only, 
Login Error, Connection failure, No 
explanation on not working, Can’t pay 
service, Automatically loaded all the time, 
Errors depending on kinds of mobile carriers, 
Restriction of use in areas with poor 
communication, Apps are automatically 
sparse when phone calls come in, Infinite 
loading, Automatic execution, Incessant 
error, Update error, Server management 
required. Too slow, It doesn't end in hours, 
The menu isn't working, uncomfortable as 
much as  malicious advertisement, Running 
every few seconds and so on,

Model
restrictio
n

Unable to update on Android-based mobile 
phone, Download time too long, Not 
compatible with the latest model, Upgrade 
failure, Still waiting to load on upgrade, 
Compatibility conflict, App not working with 
the latest model, old Apps, thrifty phones, 
Not working after changing models, Note 3 
Cell phone not supported, Not function with 
usim type, On every moments, Device is 
nuisance, App is not supported, In old form, 
Stone Age apps and so on.

commu
nication 
method

Can’t use wifi, Data only. Especially unstable 
in Wi-Fi environment and so on.

Desi
gn

UI/UX 
Menu not visible, Password error, No volume 
adjustment, Configuration icon not visible, 
Difficult to find passwords, No convenience, 
I can't see the menu at all and so on.

E co
nom
ic

Commu
nication 
cost 

Idle communications expenditure, Apps are 
only available for one organization though 
worked for multiple organizations, Charged 
regularly though not accessible and so on.

Fraudule
n t 
claims

Family care not allowed, using a handset 
instead of a cell phone, Exchanged it with 
someone else, Helping each other, The use 
of a terminal as a means of fraudulent 
billing, etc.

Negl
e c t 
o f 
man
a g e
men
t

Lack of 
e r r o r s ’ 
manage
ment

No guidance on errors, Irresponsible public 
officials,
No help line for holidays, App for 
performance and show, Call center not 
answering, Not managed at all and so on.

Lack of 
user
i nfo rm 
a n d 
educatio
n

Difficulty in identifying service, Difficult to be 
informed when there is an error, Lack of 
guidance for use by service agencies, No 
education for app users and so on.

Complic
a t e d 
payment 

Service time mismatch, Many difficulties 
when making post payments, Administrative 
procedure, Documents, Red line (record) 
remaining, payment error, User's 
cooperation needed for post payment and 
so on

User
Digital
illiteracy

The users are old, women in the fifties are 
not capable of using App, I tried to install 
the app instead of my mother, but I failed 
and so on.

표 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미이용 요인

Table 1. factors of unsed Personal Assistence Service 

Application

체가 불편함을 더해주는 요인이 있다. 설정 메뉴를 찾기가 어

려우며, 결제기능에 필수적인 결제확인 메뉴가 없다. 또한 비

밀번호를 저장해서 반복해서 이용할 때에는 비밀번호입력을 

생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없다. 

메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109번 리뷰 인용) 

자신이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245

번 리뷰인용)

음량 등 조정기능-미디어 음량이랑 같이 물렸네요. 따로 

앱에서 음량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매번 조정하기 힘

듭니다.(199번 리뷰인용)

비밀번호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영어+특수문자+숫자 

조합을 해라고 해 놓고.... 개인 스마트폰에 왜 이렇게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또 왜 자판이 계속 안 없어져서... (생

략) 영어+숫자 정도만 하든가, 특문+영어만 하든가...3개를 

다 넣으니까 비밀번호 매번 틀려서 다시 설정하는 것도 일이

고...(155번 리뷰인용) 

비밀번호는 왜 설정하는지? 어차피 해킹해서 쓸 결제수단

도 아니고 이용자카드 있어야만 결제 가능한 걸 왜 시작할 때

마다 비밀번호 눌러야 하죠? 해킹위험도가 더 높은 결제시스

템들도 처음 한 번만 본인인증&개인정보 입력해 놓고, 해당 

기기 접속용 간편비밀번호(숫자6개) 지정해 놓고 쓰는데 이

건 매번 특수기호포함 10자리를 눌러야 하니 참 거추장스럽

네요. (생략) 그리고 안 그래도 접속불량이 자주 발생해서 재

접속&결제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때 마다 특수기호포

함 비밀번호 10자리를 누르고 재접속하려면 한참을 이용자

와 기다리네요. (이용자를) 보내지도 못하고.(221번 리뷰인

용) 

나중에 소급결제하려고 해도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또 서

류도 작성해야 하니깐... (기관이 되도록 앱 사용을) 하지 말

라고 하면서 말이죠.(F 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인터뷰 인용)

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전체 379개 가운데 61개의 의미단위

(16.1%)를 차지했으며 통신비 부담과 부정청구 등 2개의 중

심의미로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와이파이는 안 되며 3G, LTE 등을 

사용해야 하는 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비용을 누가 지

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또한 이용자들이 부정청

구를 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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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나타났다. 

첫째, 현재 단말기의 경우 LG U+와 (단말기 개통 및 배

송)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관이 받은 청구서가 통신료 지출근

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앱 사용 시 데이터비용의 근거는 기

관에서 알 수가 없다. 개인이 사용한 데이터비용과 앱에서 사

용한 데이터비용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는 기본데이터 초과 시 기관에서 

월 3천원을 활동지원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앱 사용으로 인해 데이터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기관이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그 비용이 개인의 요금제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지불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딱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기관들마다 비용에 대한 

대응이 다 다르고,,, 논의가 필요하다.(p기관 사업담당자) 

둘째, 활동지원사업에서는 가족에 의한 돌봄을 수가로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이 앱 이용의 저조한 이유로 나타났다. 

현재 앱은 본인의 핸드폰을 소지하여 이용자카드와 접촉함으

로써 서비스 확인과 결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반면 예전

부터 이용하던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를 누가 들고 

다니며 결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활

동지원사로 등록된 사람의 단말기를 들고 결재를 하더라도 

이를 알 수가 없어 단말기가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

적인 경우가 장애인의 부모(가족)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도록 

등록된 활동지원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서비스를 하고 활동

자원사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식의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이에요. 그런데 가족돌봄을 수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끼리 단말기를 바꿔서 결제를 하고 실제로는 자신

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

면 핸드폰을 바꿔 들고 다녀야 하는 데 이것은 쉽지가 않아

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앱 대신 단

말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없다고 할 수 없어

요.”(Y씨, 장애인 부모 인터뷰)

4) 관리 소홀 요인

관리소홀 요인은 63개의 의미단위(16.6%)와, 서비스오류 

지원부족, 이용자 공지 및 교육 부족, 비용지불의 복잡함 등 3

개의 중심의미로 이루어진다. 

본 앱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데다 이

러한 불만 처리나 오류를 해결해주는 지원이 없어 이용을 더

욱 저조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운영과 관련한 요인으

로 관리부실, 안내부족, 결제오류에 의한 후결제의 문제가 주

로 나타났다. 

로딩오류, 결재 오류 등의 문제에 대해 지원데스크가 제대

로 응답을 해 주지 않는다.(68번 리뷰 인용)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91번 리뷰 인용)

결제오류가 된 경우, 나중에 서비스관리기관을 방문 소급

결제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많은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과

오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용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B기관 활동지원사 인터뷰)

(앱의) 기술적인 문제가 크고, 단말기 제조사인 LG와의 관

계가 있고 해서 기관에서도 앱 이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앱 이용자가 자꾸 불만을 제시하면 대응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단말기를 사용하라고 한다.(M기관 관리담당자 인터뷰)

5) 이용자 문제

이용자 요인은 전체 379개 의미단위 가운데 21개(5.5%)

를 차지하며 디지털역량부족이라는 1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

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연령으로 인해 앱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활용역량이 떨어지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절차나 데이

터를 켜고 애플리케이션을 가동시키는 등의 활동이 쉽지 않

다. 

활동지원사의 연령은 평균 50-60대로 기존의 것이 편한 

아날로그세대이다. 새로 앱을 깔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데 시

간이 걸린다. (M기관 활동지원사 인터뷰).

앱을 사용하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소급결재나 사용

방법에 어려움을 느껴서 기관에 자주 전화를 걸어온다. 그러

니 다른 분들에게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꾸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M기관 담당자 인터뷰)

이러한 문제 역시 기관이 앱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

나 교육하지 않는 원인을 이룬다.

4-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의 앱 기능 보완 및 개발

현재 사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앱의 리뷰 및 포커스그룹인

터뷰에서는 앱의 미사용요인과 함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대한 주제도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8개의 주제 

가운데  ‘사용하기 편리’, ‘투명한 결제‘, ‘의사소통 기능’이 이

에 해당한다. 

4-2-1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요성 및 과정

현재 사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앱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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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기능도 매우 제한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인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정서적 지지의 부족은 이미 지적되어온 측

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의 의사소통 부

족뿐 아니라 기관과 생활지원사, 장애인부모-기관-생활지원

사 간의 의사소통 부족도 드러났다. 

그 전에 친구(아용자)는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래서 너무 힘

들었어. 맘에 들지 않으면 냅다 소리를 지르고. 이게 좋다는 

표현인 건지, 나쁘다는 표현인 건지 지금은 구분하지만. 초반

에는 상황으로만 이해해야 돼서... 오래 걸렸어요.(활동지원

사 인터뷰 인용) 

언젠가, 제가 돌보는 장애인이 화장실이 급한데 이를 말로 

표현 못 한 거예요. 급한 것을 알고야 제가 업고 뛰었는데 너

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같이 있어도 뭘 

원하는 지 모를 때가 많아요.(활동지원사 인터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서로 데

리러 가거나 데리러 오는 시간이 어긋나는 일이 잦아요. 어떤 

때에는 기관의 공지사항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기관이 문

을 닫는 날에 장애인을 데려다 두고 가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기관과 활동지원사, 그리고 장애인(가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활동지원사업 이용장애인 부모 인터뷰)

장애인들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기

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주면 좋겠고,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사

회성의 한 부분 아닌가요? (활동지원사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기반해 앱에 의사소통기능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활동지원사만 이용할 수 있는 앱에서 장애

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개발하였으며 통신방식은 

기존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이 아닌 

근거리 내에서 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방식을 염두에 두었다. 

의사소통의 종류로는 인사하기, 화장실 가기·산책 등 욕구 표

현하기, 기분 좋음/기분 나쁨, 좋아요/나빠요. 등의 감정 표현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디자인은 언어사용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

해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에서 사용되는 그림, 아이콘, 이모티

콘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2-2 장애인활동지원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디자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앱에는 공지(일정, 알림창), 

의사소통, 응급 알림, 게임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다(그림2; 

가, 나).

첫째, 결재 기능에서는 부정결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였다. 현재 활동지원사업에서 부정결재 

건수가 7,4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 결재 원칙

을 강조하여 서비스의 부정을 감소시키고자 결재 전 알림창

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한다. (그림3; 다, 라)

둘째, 공지사항을 통하여 전자바우처 알림이나 지침 등 각 

기관의 공지사항을 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

림4; 마, 바).

셋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

을 추가하였다(그림5; 사, 아). 기능과 디자인을 설계할 때에

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뿐 아니라 Reichle(1997)[23]의 장

애인의사소통 기능 분류와 감정카드 카테고리를 활용하였다. 

감정카드는 Marshall B. Rosenberg가 개발한 비폭력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 NVC) 모델에서 사용하는 감

정과 욕구목록을 참고하였다.

Reichle(1997)[23]가 분류한 장애인 의사소통 기능에서 

공통적인 것은 요구하기. 설명하기, 정보제공, 거부하기, 사회

적 인사, 예의표시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하기, 거부하기, 

사회적 인사 등을 포함시켰다. 비폭력대화는 관찰, 느낌, 필요

/욕구, 요청의 네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감하는 대화 모델이다[24]. 감정

표현 카드 카테고리에는 60개의 감정표현이 있는데 본 앱 디

자인에서는 9개의 대표적인 감정표현을 포함시켰다.

한편 의사소통 가운데 활동요구 카테고리는 활동지원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근거로 결정하였다. 새 앱을 활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은 기분이 좋거나 화가 나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

하는 한편, 산책가기를 원하거나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는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화장

실, 걷는 모습, 웃는 얼굴, 화난 얼굴 등 아이콘을 만들었다. 

자신의 의사를 그림이나 기호를 이용해 표시함으로써 장애인

과 활동지원사의 의사소통정도를 높이며 장애인에게 의사결

정권과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알람기능을 추가하였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이를 알릴 수가 없어 사고가 일어나거

나, 돌발적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에 응급버튼을 눌러

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임 기능을 추가시켰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게임을 통해 간단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적 자립을 꾀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모바일 게임은 그 효

과가 기대되는 잠재력 높은 도구이며 이미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모바일 앱 게임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개발되고 있다[1]. 

본 앱에서는 게임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앱의 자립지원 목적에 

더 충실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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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뉴 화면

Fig. 2. menu screen

그림 3. 부정결재 알림창

Fig. 3. caution message against illegimate payment in the 

payment menu

새로운 앱은 현재 사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앱과 비교했을 

때, 기능을 단순 결재기능에서 의사소통 및 자립지원을 촉진

할 수 있는 요구표현, 공지, 게임 등으로 확장하였으며 기술 

역시 달라진 기능에 맞추어, 통신방식의 확대, 근거리통신 이

용을 허용하게 하였다. 또한 디자인측면에서 디지털역량이 떨

어지는 활동지원사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와 UX를 

개선하였다. 이 밖에 앱 이용교육 및 이용지원 등 운영측면에

서의 개선 또한 포함하였다(표2).

그림 4. 공지 및 의사소통 메뉴

Fig. 4. menu of notice and communication

그림 5. 감정과 요구표현의 의사소통

Fig. 5. communication of mood and activities

표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의 기존 앱과 새로운 앱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current and new PAS 

application

current app. newly suggested app.

function payment function only.

payment/communication of 
mood and activities/notice 
and communication/game 
and so on.

technolog
y

data communication 
only/
RFID only/
limited cell phone 
model

wifi, bluetooth 
/communication methods 
included/expanded cell 
phone model

design inconvenient to use

convenient to use using 
Alternative and 
Augmentative 
Communication Method

managem
ent

insufficient support 
and user education

user education and support 
suggested

Ⅴ. 논의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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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등장

은 일반인에게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GPS를 이용한 이동지원, 대체보완의사소통매체

를 활용한 앱 등은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및 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현재 10만 가까운 장애인들이 이용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

용한다면 장애인 자립지원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먼저 현재 앱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2015년 결재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사용 중

인 앱은 이용자가 5천 여 명에 그쳐 이용률이 5%에 불과하

다. 앱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리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

해 분석한 결과, 기술적, 디자인, 경제적, 관리소홀 및 이용자 

요인 등 5가지의 주제를 발견하였다.

기술적 요인에서는 첫째, 대부분의 최신 기종에 앱을 깔 수 

없다는 점, 둘째, 접속과 로딩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 셋째, 와

이파이 방식이 아닌 데이터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이

다. 반면, 세 번째 문제는 기술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공공앱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특히 강조

하고 있다. 그래서 해킹 위험이 높은 와이파이 대신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사업에서의 디지털화는 ‘편의

성’보다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이 공통적 문제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은행애플리케이션이나 결제애플리케이션

도 아무 문제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

이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

친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안 못지않게 

편의성이 중요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안과 편의성

의 대립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디자인과 새로

운 기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5].

디자인요인으로 불편한 UI/UX의 문제가 도출됐는데 여기

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UX의 사례로,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방

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역시 보안을 강조하는 공공앱

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결제 앱을 포함해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밀번호를 저장하게 하거나 간편입력을 

하도록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러한 조치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안 대 편의성 논의는 앱에서 이용되는 통신기술에 대해

서도 적용된다. 현재 사용하는 앱은 결제기능만 갖고 있기 때

문에 무선인식방식 RFID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새로

운 앱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사용하며 접촉식이 아

닌 개방공간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RFID 방식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앱을 위한 통신기술

로 블루투스 등 근거리통신기술의 활용이 필요해진다. 블루투

스는 15미터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한 공간에 있기만 하면 위의 기능들이 모두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블루투스통신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앱의 도입을 위해서는 블루투스통신에서의 개인

정보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앱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면, 보안과 효용, 효율 및 이용자 만족을 모두 고려한 균

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앱을 이용하지 않는 데에는 기술적, 디자인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부적절한 

이용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즉 앱 미사용이 부정수급의 문제

와도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표적인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 

사용을 앱으로 확인, 수급자 카드에서 비용이 지불된다. 한편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사업과 달리 가족돌봄이 허

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자신의 

장애인자녀를 돌보기 원하지만,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하

여 비용을 정산 받는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기관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교차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 앱을 

이용해서 결제하려면 본인의 핸드폰을 맞바꾸어야 하는데 이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앱 이용 대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부정이 수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련 앱 미사용을 ‘경제적 요인’

으로 분류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의 부정청구는 7,467건, 부정금액

이 1억7200만원에 이르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

을 쏟는 실정이다[26]. 따라서 앱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이런 

형태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리소홀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오류를 보고해도 개

선되지 않는 점, 앱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미비한 점 

등 이다. 심각한 것은 기술적, 디자인 요인에서 드러난 많은 

오류에 대해 몇 년 동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오류 수정이나 안내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오류로 인해 

결제를 하지 못했을 때, 활동지원사들은 기관을 방문해 활동

지원급여 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본 앱은 공공앱이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정부에 대

한 신뢰, 공공앱에 대한 질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은 리뷰에서 ‘정부의 구태의연함’과 ‘규제일변도’, 

‘보여주기식, 실적 올리기식의 앱 개발’에 대한 비판을 하였

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활동지원사에

게 앱 이용을 권장하지 않은 것은 관리소홀 요인에 해당하지

만,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도 심층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용자 측의 문제도 앱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나타났다. 디

지털화에서는 이용자의 디지털역량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활동지원사들이 50대 이상 여

성들이 많아 디지털역량이나 활용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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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앱의 디자인이 더욱 이용자 친화적

이어야 하며 앱 이용 안내나 교육, 오류에 대한 지원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 애플은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에 부합한 UX를 도입하는 대신 매우 불편한 형태의 기술

과 디자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앱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앱이 제대로 활용

되었을 때, 효용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

인활동지원사업의 이용자가 10만 명에 가까워 잠재적 유저가 

많으며 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사소통 개선 및 자립지원의 

효과가 크다. 특히 언어와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

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림, 사진, 상징, 선화 등 

보완대체의사소통매체가 의사소통 촉진에 효과적인데[27] 

앱에서의 아이콘이 바로 보완대체의사소통매체에 해당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매체 이론에 입각해 

앱의 기능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인터

뷰에서 나타난 이용행태와 희망을 반영해 의사소통기능, 공

지, 알림장, 응급알림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일정표, 기관

과 활동지원사간의 연락, 결재 기능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

소통기능을 추가하였다. 의사소통기능은 감정표현과 욕구표

현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의사소통 기능을 통해 본 사업에서 

계속 지적되어온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

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의 앱 활용은 장애인분

야에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사회 다른 부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느리다.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일반 국민 스

마트폰 보유율(91.0%) 대비 15.2%나 낮은 수준인 75.8%에 

불과하고[28], 활용 정도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해 디지털화에 적극

적이지 않은 편이다[29]. 스마트기기의 활용 수준 차이가 단

순히 스마트기기 활용 격차에 그치지 않고 직업활동이나 다

른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중첩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분야의 디지털화가 느린 점은 더욱 우려

되는 부분이다. 새로운 매체를 통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새로운 정보 획득 및 가공의 어려움,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 불균등, 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 등 장애인으

로서 경험하는 제한된 삶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29],[30].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의 디지털화가 느린 점은 같은 돌봄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

기요양서비스에서의 디지털화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기록, 서비스수가 

청구 등 모든 관리가 디지털화돼 있는 데 반해, 장애인 분야

에서는 앱의 이용이 현저하게 낮으며 여전히 종이서류가 이

용되는 등 디지털화에 있어 뒤처져 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은 문자나 구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

통을 대신할 수 있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

다. 특히 보완대체의사소통매체를 스마트폰 앱에 도입한다면 

이들의 의사소통능력,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미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앱의 적극

적인 이용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장애인활동지

원사업에 도입된다면 후속 연구로써, 애플리케이션이 자립지

원에 미친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의 

제안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의무 사

용하게 한다면 부정청구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

속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과제들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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