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예·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

계단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보조보행기 디자인 제안

2018 년 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전공

리메이르



계단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보조보행기 디자인 제안

지도교수  정의철

이 논문을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전공

리메이르

리메이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1 월

위 원 장 박 영 목 (인)

부위원장 채 정 우 (인)

위 원 정 의 철 (인)



- i -

국문초록

오늘날에는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개별 이동수단 간 매

끄럽게 연결된 이동성(seamless door-to-door multimodal

mobility)을 제공하는 것이 널이 공유되는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동수단 간의 틈이 여전히 존

재한다. Door-to-door Mobility는 일반인 보다 행동이 불편한 노

인들에게 더 종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행동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접근권 (Right to Ac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계단 대신 경사면을 만들어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

아졌지만, 여전히 계단이 존재하며 경사면의 경우도 결코 안전하

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인간이 노화가 시작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

로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

으로 평지보행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계단보행에는 어

려움을 느끼게 된다. 몸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조보행기이다. 보조보행기 역할을 하는 도구는 지팡이부터

보행보조차, 휠체어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팡

이는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가능하며, 현재 보조보

행기는 짧은 계단이나 고저가 있는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여 여전히 계단이 있는 환경에서 Mobility에 제한이 된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가격적 부담 때문에, 중고 유모차 등에 무거운 것을

넣어 보조보행기로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좋지 못한 자세로

신체적 무리가 온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1)평지가 아닌 현실

의 환경에서 2)외출할 때 부담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3)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가능한 보조보행기로 어르신의 Mobility를 높여주

고 건강하고 즐거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을 제안하

는 것이다.

디자인 연구를 위해 노인의 특성, 특히 이동활동의 특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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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 현재 보행보조기 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활

동 보조가 필요한 노인 신체 활동을 알아보고, 노인이 보조기를

사용하여 평지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이동 활동에 대한 관찰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동활동에 필요한 보행보

조기, Tri-Wheel Stair Walker 컨셉을 제안하였다. 파일럿 테스트

를 통해 디자인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구조 프로토타입을 통

해 밧데리를 사용하지 않는 유지보수 용이한 기계식 구조를 가능

하게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의 디자인 컨셉은 Mobility 니즈가 높은 어르신과 보

행이 불편한 분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가능한 디자인으로,

Mobility를 향상하여 계단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접근

권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Smart

City 시대의 안전하고 저렴한 진정한 door to door mobility 솔루

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보행보조기, 이동성, 인간중심디자인, 제품구조, 노인

학 번 : 2015-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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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세계 곳곳에서 고령 인구가 늘고 있

다. UN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세계 60세 이상 고령자는 8.7억

명에 달하며 2050년에는 2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이미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가 되었다.

고령자는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실제 고령자 관련 사고유형으로 추

락, 넘어짐,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55.3%로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현심 외, 2014).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고령자

들의 활동성 및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영역의

감소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독해 지고 우울증이

나 소외감이 증가되어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게 된다.

보행능력은 고령자를 위해 일상척인 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필수

적인 요소이다. 신체적 자립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

나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보행이

우선되어야한다(문철웅, 2016).

인간이 노화가 시작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육

이 약해지면 보행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지보행

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계단보행에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각각의 보(step)가 발뒤꿈치 보다 발가락과 발의 구(balloffoot)에서 시작

되고 체중의 수직이동이 올라갈 때 외적인 힘이 더 요구되거나 내려갈

때 넘어짐을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oy,2001).

오늘날에는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개별 이동수단 간 매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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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이동성(seamless door-to-door multimodal mobility)을 제공하는

것이 널이 공유되는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

고 각각 이동수단 간의 틈이 여전히 존재한다(Bonneville et al., 2016).

Door-to-door Mobility는 일반인 보다 행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더 종

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행동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AGE Platform

Europe, 2002).

최근 접근권 (Right to Ac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단 대신

경사면을 만들어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계단

이 존재하며 [그림 1-1]과 같은 경사면의 경우도 결코 안전하다고 이야

기하기는 어렵다.

[그림 1-1] 짧은 계단이나 고저가 있는 환경

몸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조보행기이다. 보

조보행기 역할을 하는 도구는 지팡이부터 보행보조차, 휠체어까지 다양

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팡이는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사람만

이 사용가능하며, 현재 보조보행기는 짧은 계단이나 고저가 있는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여전히 계단이 있는 환경에서 Mobility에 제한

이 된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가격적 부담 때문에, [그림 1-2]와 같은 중고 유모

차 등에 무거운 것을 넣어 보조보행기로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좋지 못한 자세로 신체적 무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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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중고 유모차를 보조보행기로 활용하는 어르신

현재의 보조보행기는 의료보조용의 목적이 강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감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지 못해서 노인에게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노인들이 체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외출할 때 보행보조기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노인들이 '질병', '늙음' 등을 인증하고 싶지 않

지만 보행보조기가 항상 이런 단어와 관련된다는 사회 인지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1)평지가 아닌 현실의 환경에서 2)외출할

때 부담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3)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가능한 보조보

행기로 어르신의 Mobility를 높여주고 건강하고 즐거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보행이 불편한 Mobility 니즈가 높은 고령사용자가

일상 외출 시 사용하는 보행보조기로 범위를 한정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정의, 노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 특히 노인의 보행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직 운동의 특징을 살펴

보고 현재 노인 관련 디자인연구 문헌조사를 통해 노화가 시작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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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디자인 접근 방법과 감성적 특성을 조사한다. 그리고 디자인분

야에서 노인관련 연구 및 활동의 한계점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행보조기의 정의, 현재 보행

보조기 시장과 제품을 살펴보고 제품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제품을 유형

화하고, 현재 제품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사용자 인터뷰와 실제 사용상황 관찰을 통해 사용자가 실제 제

품 사용 시의 문제점과 심리적 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현재 보조보행 도구 현황과 사용자 조사를 바탕으로, 보조보행

기 컨셉을 제안한다. 계단이 포함된 환경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평지이동, 오르기, 내려가기의 세가지 모드(Mode)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

로토타입을 제작해서 조작 인터페이스와 구조를 연구한다. 프로토타입

및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디자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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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해

2.1.1 노인의 정의

노인이란 보통 6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하도록 사회적의 일반화 되어

있다. 제2회 국제 노년학회(1951)에서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

는 복합형태의 과정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린(L. Breen)(1960)은 노인이란 1)생리적,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

기에 있는 사람, 2)심리적인 면에서 성격이나 정신기능이 감퇴되어가고

있는 사람, 3)사회적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으로 보

았다.

노인 심리학에서 노인이란 개인차가 극히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한 개인의 내·외적인 환경조건, 즉 직업이나 역할상실, 또한 친한 사람과

의 사별이나 이별 등의 외적인 요인과, 신체기능이나 정신기능의 쇠퇴,

질병 등의 내적 요인이 각각 저하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늙음을 자각’

하고 ‘인생의 유한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을 때부터를 노인이라고

한다. (小川猛, 1995).

2.1.2.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노화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구조와 신체내부의 기능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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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리적 노화에 의해 신체적 기능이 퇴화되어 운동이나 지각의 속도가

크게 지연된다. 노화는 인간의 발달과정 중 누구나 경험하는 한 부분이

며 개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이러한 생리적인 노화로 인해

골격기능, 생리기능, 감각기능이 저하되어 활동에 제한을 갖게 된다.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신체적인 특징은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이동

과 관련된 감각으로 나누어(오은혜, 2010) 살펴볼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

의 [표2-1]과 같다.

분류 질환 특징

시각

시력감퇴;

동공크기 및 홍채 탄력 감소;

수정체의 황색화;

각막 혼탁 및 균열

갑작스러운 명암변화에 적응속도

둔화;

녹-청-자주색의 식별 감소;

유사한 명도에 대한 변별력 감소

청각

고막 얇아짐;

귓속뼈 굳음 현상;

선별적인 주파수 청각장애

음의 고저에 대한 청력 감퇴;

의사소통 장애;

난청

촉각
피하조직과 신경세포 감소;

피부 건조 및 탄력 떨어짐

체온유지능력 감소

온도변화에 따른 적응력 감소

이동성

하체근력의 저하;

팔다리 근육 감소;

골격 일부의 수축력 약화;

운동능력 감퇴;

관절염;

근력, 골밀도, 지구력 저하;

평형유지기능의 저하

털썩 주저앉음;

일어나거나 앉을 때 팔 힘에

의존함;

보행 시 발을 끌거나

팔자걸음으로 변화;

걷는 속도 및 보폭의 감소

거동 불편;

손바닥으로 쥐는 힘 감소

이동성 떨어짐

[표 2-1] 노인의 신체적 특성

이러한 노화가 진행되면 균형유지가 힘들어진다. 균형감은 운동성의

중요한 인자이다. 이는 여러 기관들 즉, 말초신경계, 고유 수용감각기, 전

정기관, 소뇌 및 시각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된다(한기웅 외, 1998).

다수의 노인들은 노화과정에 의한 균형의 감소, 신경계 기능의 퇴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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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약화와 같은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인 능력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지속시키

는 항상성 유지 능력과 적응력, 저항력, 회복력과 같은 내부 각 기능들이

저하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지연되는 등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 능력도 둔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며, 신

체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보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것은 삶의 질과 독립적 생활에 위협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박미희 외, 2012).

(2) 심리적 변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표 2-2]와 같이 감각기능, 인지 및 정신기능,

정서 및 성각변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오은혜, 2010).

분류 질환 특징

감각기능
뇌에 전달하는 감각기능 저하

지각기능의 반응 속도 저하

사고의 경직

습관적인 방식 고수

인지 및 정신기능
기억능력의 약화

치매

기억장애

복합적 임상증후군

안전사고 노출

정서 및

성격변화

감정표현 능력 저하

타인에 대한 의존성 증가

우울성향 증가

사물에 대한 애착 증가

불면

정서장애

고독 및 소외감

문제의 수동적 처리

체중감소현상

사회적 고립

자존감저하

조심성 및 행동의

경직성 증가

[표 2-2] 노인의 심리적 특성

노인의 정신적·심리적 변화는 노년층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신체적

쇠퇴로 인한 변화에 자극적 반응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감

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 꺼려하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세대 차이

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됨에 따라 소외감, 고독감, 비관적인 태도, 체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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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우울증이 나타나 게 될 수 있다(김승인,2012). 小川猛(1995)의

연구에는 노인의 이러한 심리적 변화과정은 [그림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1] 노인의 심리적 변화 과정 (小川猛, 1995)

또한 小川猛(1995)의 조사에 따라 보행능력이 노인 지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걷지 못하고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93.3%가 치매 또

는 준치매환자이다. 치매군과 준치매군중 87.5%가 걷지 못하고 항상 기

저귀를 착용하고 있다. 보행과 이동이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

2.1.3 노인의 이동활동 연구

본 절에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동활동을 조사하고

분류한다. 특히 중점을 두어 연구되어야 할 부분과 그 보조 방안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일상 이동활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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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활동은 잠에서 깨어 활동을 시작해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 까지

인간이 하는 활동 중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우선 문헌

조사에 의하면 ‘돌아눕기, 침대에서 몸을 이동하기, 침대 위에서 일어나

기, 앉은 자세 유지(침대, 휠체어에서)하기, 이동(침대[->화장실)하기, 계

단 오르내리기, 방바닥에서 일어나기, 현관 출입하기, 옥외 이동하기 (걸

어가기, 휠체어),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 버스(전철) 이용하기’와 같은 세

부 활동들을 모두 이동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를 분류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보조 방법

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량형

Barthel ADL 지표 MBI(Modified Barthel Index)와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의 분류방법에 따라 인간의 일상 이동활동은 [표

2-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3]일상 이동활동 분류

두 분류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맥락의 분류 방법을 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간의 이동활동은 크게 ‘걷거나 휠체어를

활용한 수평 이동,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직적인 이동, 의자와 침대, 변기

와 같은 특정 목적을 지닌 가구나 장소간의 이동’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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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활동들에는 [표 2-4]와 같은 활동특징이 있다.

[표 2-4]이동 활동특징

(2) 계단 보행

{표 2-5]는 2008년 서울에 거주한 60대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종수, 2008)이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노인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보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중

의 대부분 노인들이 평지 보행과 앉기와 일어날 때 큰 부담을 느끼지 않

는다고 응답했다.

[표 2-5]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어려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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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계단보행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기 위해 계단의 구조, 현재 시행

하는 계단 시설에 대한 규정, 그리고 계단보행 시의 역학적 특징을 알아

보았다.

i. 계단의 구조

계단의 구조는 [그림 2-2]와 같이 “챌면(rise)”,“디딤면(tread,run)”,“경

사도(pitch)”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Roy,2001). 디딤면은 두 개의 연속

적인 계단코(nosing)사이의 수평 거리를 말하며, 챌면은 연속적인 두 개

의 디딤판 혹은 디딤판과 층계참(landing)사이의 수직 거리으로 정의 된

다. 계단코는 디딤판 아래 겹치는 부분이다. 경사도는 발판 모서리의 연

결선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말한다.

[그림 2-2] 계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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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단 시설 규정

계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류 시행규

칙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에 따라 규

정하고 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집,2004).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조건은 직선 또는 꺾임 조건

으로 설치할 수 있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계단 및 참의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 피난계단은 0.9m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계단 디딤면의 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면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

일하게 하여야 한다. 디딤면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면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하면 안 된다.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계단

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고 계단코

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미끄럼 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

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점형 불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

여야 한다.

iii. 수직이동(계단보행)의 특성

수직이동과 평지보행의 차이점은 각각의 보(step)가 발뒤꿈치 보다 발

가락과 발의 구(balloffoot)에서 시작되고 체중의 수직이동이 올라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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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힘이 더 요구되거나 내려갈 때 넘어짐 조절이 필요하다

(Roy,2001).

체중의 수직이동은 하지 관절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체의 상하 움직임은 상당한 수준의 근육 활동

을 동반하게 되며, 근육 활동의 정도는 보행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

만 일반적으로 평지를 걷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약 10～15배라는 연구결

과도 있다. 노인들이 계단이 내려갈 때 균형 유지 능력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의 안정을 위해 힘의 중심을 좀 더 후방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

였고, 계단 내려가기 보행동작 시 빠른 보행속도와 좌우 밸런스의 큰 흔

들림 등으로 이어져 이는 낙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김건도 외, 2012) 있다.

초기 골관절염, 슬관절 통증, 전십자인대 손상, 근육약화와 같은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의 병리 상태는 계단과 경사로 보행 시 더욱 심각한

합병증을 나타낸다. Simpson등(1991)은 내림 경사각이 16°이하인 경우는

정상 보행자의 시간적 양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반면 Wall(1981)은 경

사각이 20°에서 활보수가 증가하고 활보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계단보행의 특징과 노인들이 실제 이동활동 때 꺾는 어려움을 고려해

서 이동 보조 기기에 있어서 계단 오르내림을 보조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2.1.4 노인의 심리적 요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을 더 오래 지속시켜야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12에 웰니스(Wellness)라

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갖춰야하는 구성요소를 발표하였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건강(fitness)’으로 주로 정의되

어 왔으나, 최근에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의 합성어로 정의

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웰니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 신체, 사회,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Spiritual, Emotional,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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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hysical, Medical, Occupational, Social, Financial,

Environmental 등 10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이 요소들의 상호

관계는 [그림 2-3]과 같이 분석하였다(이주연, 2014).

[그림 2-3] Wellness의 구성요소(이주연, 2014)

Lawton(1991)의 이론에 따르면 삶의 질의 4개 구성요소는 심리 건강

(Psychological well-being), 자신이 지각된 삶의 질(perceived quality

of life), 행동적 능력(behavioral competence)과 객관 환경(objective

environment)이다([그림 2-4]). 이 4개 요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다. 그중의 핵심은 자신이 지각된 삶의 질과 행동적 능력이며, 지각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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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통제감(sense of control)이다. 통

제감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령자들에게 몸이 약해

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기를 사용해야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고 이 보조

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고 선택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생각

을 가지면 보행보조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없애진다.

[그림 2-4] Four sectors of the good life. (Lawton, 1991)

제 2 절 노인관련 디자인 연구 고찰

2.2.1 현재 노인관련 디자인 접근방법

(1) 베리어 프리 디자인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장애 또는 장벽이 없다”는 뜻으로, 원래

건축물과 주택에서 건축적인 장애를 체거하여 장애자와 노인들이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 기준인데, 지금은 건축분만 아니라 제

품 등 디자인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배리어 프리 디자인

은 특별히 장애인수용을 목적으로 생겨난 장애제거 디자인으로, 이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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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으로 개선시키는 결

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베리어 프리 제품은 [그림 2-5]와 같이 장애

를 가진 사용자의 전용품과 모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품을 포함

한다.

[그림 2-5] 베리어 프리-상품체계 (오은하, 2005)

(2) 유니버설 디자인

1988년에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 (Ronald Mace)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세대, 육체적 또는 정

신적인 능력, 환경, 성, 문화, 인종 등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제약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때문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

의 하나는 독립생활을 원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요구' 라

는 낙인을 없애준 것이다.

로버트 널(Roberta Null)박사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상호 연관적인 4

가지 디자인 측면을 제시했다. 이 4개 측면은 기존의 혹은 새로운 상품

과 환경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첫째는 제품의 기능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의 신제기능 쇠퇴로

인해 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기능

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동시에 그런 도움을 제공해

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도 주면 안 되고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해

야 한다.

둘째는 접근 가능성이다. 접근 가능성은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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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조작상의 어려움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

뿐만 아니라 노인의 제품에 대한 거부 등 심리적인 장애물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제품을 볼 때 그 제품의 복잡한 외관 때문

에 거부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의 외관에서 조작의 편

리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제품의 사용 안전성이다. 여기의 안전성에는 물리적인 위험을

극복하는 것 이상의 것이 내포되어 있다. 안전성은 심리적인 소속감, 자

기 평가와 자기 가치 등을 수반하는 것이다. 제품을 사용할 때 물리적,

심리적 두 측면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경우가 많아서 디자인할 때 두 가

지를 고려해야 한다. 안전한 디자인은 노인의 신체와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의 사용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다. 즉 사용 환

경은 다양하게 변화해도 제품의 기능이나 사용 편리성에 영향을 주지 않

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요구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2.2.2 현재 노인관련 디자인의 한계

노인관련 베리어 프리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연구들은 노

인의 인체공학적 치수와 신체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노인의 신체 기능

쇠퇴와 만성질환 때문에 겪고 있는 신체적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다.

노인들의 신체적 불편을 없애주는 기능을 과하게 강조하는 노인제품

은 오히려 노인에게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과 소외감을 주기 때문에 노인

들에게 외면을 받는다. 노인의 심리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으면 편안함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품위를 훼손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은 차별화하지 않게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심리적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노인을 특유한 감성 특성에 대한 고려기 부족하다.

위에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노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지

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해왔다. 하지만 노인의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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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 분석을 가진 연구가 부족해서 노인의 실제 감성 요구를 만족시키

기 힘들다.

제 3 절 감성디자인

2.3.1 감성의 정의

‘감성(感性)'의 사전적 정의는 ‘1)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

질. 2) 이성(理性)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다. (네이버 국

어사전)

[그림 2-6] 감성을 일으키는 과정 (정현원, 2008)

산업시대의 가치 척도였던 경제성, 기능성, 안전성 등은 탈산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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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사용자의 정서적, 심리적 만족

등과 같이 보다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척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정서적 만족이라는 개념의 중심에 인간의 ‘감성’이 자리 잡고 있다(정현

원, 2008). [그림 2-6]은 감성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2.3.2 감성 디자인

감성디자인이란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의 감성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디자

인 방법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추론하여 디

자인에 적용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대수준을 뛰어넘어 심리적 감흥을 일으키는 디자인이라 정의 할 수 있

다(신동진, 2003).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 2006)은 감정을 신체적 감정, 행동적 감

정, 인지적 감정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 구분을 기준

으로 감성 디자인 개념을 다음의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신체적 디

자인은 사물의 외관과 관계된 것; 행동적 디자인은 사용성이나 사용으로

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관련된 것; 인지적 디자인은 제품과 연관된 기억

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신의 반영된 모습들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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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행보조기에 대한 고찰

제 1 절 보행보조기기 정의

보행보조기는 보행 장애로 인해 기립 후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으로 보행 시 체중을 지탱하여 안전한

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 잠시 앉아

서 쉬거나 물건을 싣고 다니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김형식,

2006). 즉, 근력 및 뼈의 강도 약화로 인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자나 장애인들의 보행 보조 및 안전을 보장하고, 실내이동 뿐만 아니라

실외로의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실내외형 보조기를 말한

다.

보행보조기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보행에 대한 안정감과 낙상방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보다 어려운 일상생활 수행 시 자신감과 독립심

고취 등의 심리적인 장점과 체중지지면의 증가로 인해 안정성이 증강되

는 생체역학적인 장점 모두 충족해야한다.

제 2 절 보행보조기기 분류

보행보조기기는 고령자의 보행 불편 정도에 따라 지팡이, 보행보조차,

휠체어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그림 3-1)].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

는 지팡이는 자세의 불균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고령자

의 균형감을 요구한다. 보행이 좀 더 불편한 고령자는 보행차를 사용하

게 되지만 많은 사용자가 스스로 환자라는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

다. 좀 더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몸을 보조 기기에 의지하게 되는

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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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보행보조기기 분류

[그림 3-2]와 같이 대부분 워커 보행기(Walking frame), 2륜 보행 보

조차(two-wheeled walker), 4륜 보행보조차(four-wheeled walker)로 분

류할 수 있다. 워커는 가장 단순구조의 모델로서 수납이 용이하지만 들

어서 옮기는 형태로 몸을 지탱할 수 있으나 이동지원 기능이 부족하다.

병원 등에서 재활훈련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2륜 보조차는 앞쪽에 바

퀴가 있어 이동 시 손잡이를 약간 만들어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

커 보조기 보다는 이동이 용이하고 사용자의 근력을 덜 필요로 한다. 하

지만 보통 작은 바퀴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평한 노면이나 실내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4륜 보행 보조차는 4개의 바퀴와 브레이크가 있어 이동

이 보다 수월하고 의자가 결합되어 있어 휴식이 가증한 형태이다. 또한,

장바구니가 있어 수납이나 물건운반이 편리하다. 신체의 전면 혹은 측면

을 지지하는 난간이 있고 이동 시에 체중을 받쳐주는 구조를 갖는 형태

이다. 이에 4륜 보행 보조차는 울퉁불퉁한 노면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통 7인치 이상의 차륜을 이용한다(이재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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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보행보조기(워커형) 분류

박우장, 이경회(1985)의 연구에 따르면 감성적 요구를 가장 강하게 의

시하는 시기는 병원 내에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들이다. 병

상에 계속 누워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

으므로 감성적 요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행동에 불편을 느끼지 못

할 때 상대적으로 병원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더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노인환자의 행동 능력과 감성적 요구의 관계는 [그림 3-3]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노인들

이 위한 보행보조기기를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림 3-3] 노인환자의 행동 능력과 감성적 요구의 관계 분석

2장에 언급한 듯이 많은 노인들이 평지 보행에는 큰 부담이 느끼지

않지만 계단 보행할 때 보조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혼자 보행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지각 및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균형 잡힌

보행보조를 위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에 도움이 되는 보행보조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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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단을 오를 때 힘을 줄 수 있고 내

릴 때는 안전하게 중심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행보조기이다.

지팡이와 보행보조차 각자의 장단점은 [그림 3-4]와 같다. 지팡이는

계단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균형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보행보조차는 평지와 경사로보행 때는 안전하게 보조가 되

지만 계단에는 오히려 보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팡이와 보

행보조차 중간사이에 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족하는 보행보조기

디자인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림 3-4] 지팡이와 보행보조차 장단점 비교

제 3 절 보행보조기 시장분석

3.3.1 국내외 보행보조기 시장현황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보행보조기의 시장을 분석해보면, 선진

국일 수록 다양한 용도와 소비자를 타겟으로 시장이 세분화 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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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에 진입한 선진국 시장은 독일 12%, 네덜란드

10%, 일본 8.1%, 미국 4.6%의 65세 이상 노인이 보행보조차를 사용한다.

유럽의 보행보조기는 단순한 보행보조 기능에서 나아가 가죽 손잡이, 휴

대전화 보관함, 전조등, 도난 방지 자물쇠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추가되

어 기능성이 보완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용 중인 보행

보조기는 소형화 및 경량화 제품이 다량 생산되고 있으며 소재와 패턴

디자인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보행보조기는 소형화 및

경량화 제품이 다량 생산되고 있으며 소재와 패턴 디자인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미국의 보행보조기는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구분 없이 실

내와 실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생산 및 사용되고 있으며 3

륜 보행보조기의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선진국들의 고령

사용자들은 보행보조기기의 사용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식에

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스스로 보행보조기

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쇼핑용 기구로 활용

되는 등 보행보조기 사용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한국이나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보행보조기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

족, 제품기술개발 투자 부족, 관련 복지정책 미비 등을 인해 보행보조기

기의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성숙도가 낮지만 고령화 진전 속도에 따라

향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서 폐유모차를

수리해 보행 보조기로 쓸 수 있도록 폐유모차를 수집하고 있으다는 기사

가 있다. 하지만 유모차와 보조보행기구는 사용의 용도와 사용대상이 다

르므로 고령자가 보행의 보조역할로 유모차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박지영,2008).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보행보조기는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신체구조와 크기를 고려해서 디자인 되었지만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배려이 보이지 않는다.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딱딱한 느낌

을 주고 병원이외에서는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심리적 저항감이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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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보행보조기 제품분석

(1)평평하지 않은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행보조기

i. Trionic Veloped

Trionic Veloped([그림 3-5])는 등반 바퀴를 장착함으로서 야외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두개의 바퀴로 분산시

키면서 등반 순서는 두개의 스텝으로 나눠진다. 이 바퀴 디자인 때문에

쉽게 커브, 뿌리 및 기타 장애물을 올라타고 잔디, 자갈, 눈과 비포장 도

로위 주행을 즐거움으로 만든다.

[그림 3-5] Outdoor에 사용하는 Trionic Veloped

이 보조기는 Outdoor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 있어, 도시 환경에서는

다소 무게감 있다. 커브를 올라탈 수 있지만 계단환경에 사용할 수 없다.

ii. 나이스워커 3SE

나이스워커([그림 3-6])는 내리막에서 발생되는 가속도로 인해 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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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자동브레이크장치와 경사

로에서 제품을 멈출 경우 뒤로 밀리는 현상을 저감시켜주는 후진속도저

감장치가 내장된 보행보조기이다.

[그림 3-6] 경사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스워커

나이스워커 보행보조기는 경사면에 대한 고려는 있으나 계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방전 시 오작동의 우려

가 있다.

(2) 심리적 저항감을 해소해주는 보행보조기



- 27 -

현재 시장에 있는 제품을 보면 이럼 심리적 저항감을 해소하는 디자

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행보조기는 보조도구가 아니 패션의 일부로 변신하는 것

이다. 안경이 시각보조도구이지만 액세서리도 될 수 있고 지팡이도 영

국에서 신사의 상징이 되듯이 보행보조기도 패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

다. 이런 제품들을 분석결과는 [표 3-1]과 같다.

노인의 심리적 요구 제품 특징

적극적인 생활태도

갖고 있으며

아름다움과 개성에

대한 추구, 패션에 대

한 관심이 있다.

DIY로 보조기를 개성

있게 꾸민다. 옷차림

처럼 옷 / 환경 / 날

씨 / 기분과 맞춰 보

행보조기의 색과 패턴

을 선택할 수 있다.

보조기이면서도 액세

서리이다.

허리를 굽히고 흔들

면서 천천히 걷는 무

력한 노인의 고정 이

미지에서 벗어나 허

리 펴고 당당하게 걷

어 다니고 싶다.

보조기의 높이를 조절

할 수 있고 가로와 세

로의 비례로 세련하다

는 느낌을 준다.

가늘고 긴 형태로 허

리 펴는 자세를 유도

한다.

[표 3-1] 보조기가 패션으로 보임

두 번째는 보행보조기는 보조도구가 아닌 교통수단 / 보행운동 할 때

사용하는 운동기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전거, 킥보드를 사용할 때 걷는

것 보다 힘을 덜 쓰는 동시에 아무도 이 사람은 힘이 없어서 자전거, 킥

보드를 사용한다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활기찬 느낌을 준다. 보행보조

기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 수 있다. [표 3-2]에는 활기차는 이미

지를 주는 제품들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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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심리적 요구 제품 특징

육중한 기존 제품과

달리 활기차는 이미

지를 줄 수 있는 보

행보조기를 원한다.

제품 형태가 빠르고 가볍

게 앞으로 뛰어가는 다리

를 연상하게 한다. 제품

자체가 6.3kg의 가벼운 무

게로 작게 접어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고 바퀴가

커서 밀 때는 편하다.

보조도구처럼 보이

지 않는 하나의 힘

을 덜 쓰게 해 줄

수 있는 이동수단이

뿐이다.

이동할 때 등과 허리에

지지가 있어서 편하다. 바

퀴 세 개 있어서 힘을 덜

쓴다. 자전거나 일륜차 같

은 이동수단 / 운동기기로

보이지만 그 보다 더 쉬

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안전하다.

[표 3-2] 보조기가 운동기구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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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용자 조사

제 1 절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보행보조기의 사용성을 살

펴보고 사용자의 실제 사용상황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노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이 고령자임에 따라 인지

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서 인터뷰와 관찰을 결합해서 조

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과정 중의 어려움과

생활에 밀접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 조사대상자는 [표 4-1]

과 같다.

[표 4-1] 조사대상자

제 2 절 조사결과

5명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이 정리하였다.



- 30 -



- 31 -

[표 4-2] 조사결과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용 전에는 장애인, 노약자가 쓰는 제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때문에 사용하고 싶지 않다. 대부분 사용자는 실재 사

용을 통해 실용적 혜택을 얻게 되면 걷는 것을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다. 디자인을 통해 첫째, 사용 전 단계어서는 늙은이, 환자

전용에서 탈피한 활력 있는 이미지로 처음에 사용하는 노인의 심리적 부

담이 해소하고 사용을 유도한다. 둘째, 사용할 때는 편리한 사용성과 위

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이미지로 사용자의 낙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이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 자식 같은 존재

로 심리적 애착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관찰조사는 사용자가 실외에서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관찰했

다. 특히 도시환경에는 평지뿐만 아니라 계단과 고저가 있는 지형이 많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의 보행보조기 사용의 문제점을 집중

적으로 [그림 4-1]과 같이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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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보행보조기기를 활용한 보행 상황

관찰결과는 고령사용자들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단에 오르

내릴 때는 평지보행할 때보다 더 조심한다. 보행보조기(walker)는 계단

에서 보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주고, 심지어 위험요소가 되어 버

린다. 특히 바퀴를 장착한 보행보조기가 계단에서 바퀴가 빨리 구르면

아래로 넘어질 위험이 있다. 지팡이는 어느 정도의 보조가 되지만 안정

성이 부족해서 난간과 같은 다른 보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 제

안하는 보조기는 사용자가 계단이나 고저가 있는 지형에서 낙상에 대한

걱정을 해소 해주고 안정한 보조가 되어야 한다. 계단에서 사용할 때 바

퀴가 빨리 구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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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행보조기 디자인 개발

제 1 절 디자인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제안하게 될 보조기의 주요 목적은 실외에서의 보행보

조, 계단 오르내리기 보조, 앉고 서기 보조 이다. 사용자가 실외에서 보

조기를 활용하여 이동 활동 후 다시 실내로 돌아오는 시나리오이다. 구

체적이 사용 시나리오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보조기 사용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 계단 오르내리기에 보조하는 구조에 네 가지 요구가

있다:

1. 일반 보행보조기와 잘 결합할 수 있다

2. 일반 보행을 방해하지 않다.

3. 계단 모드와 보행 모드를 쉽게 전환할 수 있다

4. 계단의 높이를 맞출 수 있다.

현제 시장에 있는 계단 보행 보조방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

지 방법이 있는데, [그림 5-2]와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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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단 보행 보조 기술

이 방법들 중에 첫 번째는 전동 휠체어, 보조 로봇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전동기기 없는 보행보조기에 사용하면 계단을 내릴 때

위험을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계단에 맞추기 어렵고 평지보행

시 방해가 된다. 하지만 모드 전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제 2 절 디자인 요구사항

선행연구와 사용자조사를 바탕으로 보행보조기 디자인의 기본 요구사

항을 기능적, 감성적, 인간공학적 세 가지 측면에서 정한다.

(1) 기능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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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하위기능 내용

이동보조

보행보조
사용자가 몸을 보조기에 의지한 채 보행할 수

있어야 함

계단보조
사용자가 몸을 보조기에 의지하여 게단을 오르

내릴 수 있어야 함

앉기/서기보조
사용자가 몸을 보조기에 의지하여 앉고 설 수

있어야 함

조종 사용자 조종
사용자의 쉽게 이동/모드전환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가 모드 미 전환 시 사고 예방

보조기능
수납공간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어야 함

의자 쉬고 싶을 때 않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함

[표 5-2] 기능적 요구사항

(2) 감성적 요구사항

패션으로 보임 개성화

운동기구로 보임 기존 보조기와 차별화

[표 5-3] 감성적 요구사항

(3)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보조기의 적절한 수치를 산정하기 위해 60부터 75세까지 노인의 인체

수치를 조사하였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2004년 제4차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사업 학술연구용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행보조기에 활용될 인

체수치를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그림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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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60~75세 한국 남녀의 평균 인체치수 (2004)

특히 굽힌 팔꿈치 높이와 손끝 높이가 종요하다. 보조기의 높이가 손

끝 높이 아래로 내려갈 경우 허리를 굽혀야하며, 팔꿈치 이상으로 높아

질 경우 손이 매달러 가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따라

서 높이는 최저 555에서 최고 1005내외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기의 내측 푹은 엉덩이 너비보다는 넓을 필요가 있다. 손잡

이 사이의 거리는 팔꿈치 사이 너비보다 넓어지면 팔을 벌리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조기의 폭은 최대 501내외

이다.

제 3 절 디자인 방향 도출

계단 오르내리기의 운동특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요구사

항을 맞추어 디자인 컵셉을 재안했다[그림 5-3].

앞바퀴 1개, 뒷바퀴 2개의 구조로 보행시 때 안정한 지지를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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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의 봉은 모드 전환에 따라 길이 조정되어서 모드 전환 후 손이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 유지할 수 있다. 모드 전환에 따라 프레임 각

도 변화 때문에 다양한 계단의 높이를 맞출 수 있다. 오를 때는 뒷바퀴

를 고정해서 뒤로 넘어지지 않고 내려갈 때는 앞바퀴를 고정해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3] 컵셉 - 계단보드와 보행모드 전환 기본 프레임

제 4 절 파일럿 테스트

컵셉의 실제 응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파

일럿 테스트를 실행했다. 프로토타입은 3D 프린터로 프레임을 출력하고

잠글 수 있는 바퀴를 장착해서 기본적인 모드전환이 가능하다.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평지보행과 계단보행 상황에서의 파일럿 테스

트를 실행했다. 테스트 상황과 보조보행기의 평지이동, 계단오르기, 계단

내려가기의 세가지 모드에 필요한 상태 값을 [표 5-4][표 5-5][표 5-6]

[표 5-7]과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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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파일럿 테스트 - 평지이동 -> 계단내려가기

[표 5-5] 파일럿 테스트 - 계단내려가기 -> 평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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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파일럿 테스트 - 평지이동 -> 계단오르기

[표 5-7] 파일럿 테스트 - 계단오르기 -> 평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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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현재 제안된 디자인 컵셉은 파일럿 1) 지팡이

보다 양쪽 균형유지에 도움이 되고, 2) 계단 오를 때 의지할 수 있어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3) 계단 내릴 때 앞바퀴를 고정해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

지만, 디자인 development를 위해서는 1) 보조기 무게로 인해 지팡이보

다는 양손의 근력에 대안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2) 자연스러운 모

드 전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door-to-door

mobility를 위해 실내공간이나 자동차 등의 수납의 용이성이 필요하다는

부가적 insight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향후 디자인 진행방향은 1. 보행

기가 평지이동, 오르기, 내려가기의 세가지 MODE로 Setting될 수 있는

조작부를 디자인, 2. Collapsible 구조를 연구하여 집 입구에 쉽게 보관

이 가능한 구조디자인이다. 그리고 적당히 가벼운 재질, 인간공학적으로

양손으로 보조기를 들 때 힘이 덜 쓸 수 있는 핸들의 각도 등 디테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평지보행과 계단보행 상황에서의 파

일럿 테스트를 바탕으로 보조보행기의 평지이동,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

기의 세가지 모드에 필요한 상태 값을 정리하고, 디자인에서 고려해야할

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조보행기에 세 가지 모드로 조작가능

한 조작부를 디자인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접을 수 있는

(Collapsible) 구조를 연구하여 집이나 병원실 입구에 쉽게 보관이 가능

한 구조를 연구해 나갈 것이다.

제 5 절 세부구조 연구

장애인 보조기기의 미활용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보조기기에서의 사

용성이 중요한 구매, 활용의 결정 요인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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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사용자가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이다(김

지해, 2017). 보행보조기의 인터페이스는 전자기기에 비해 단순하지만 사

용대상자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 하려고 하는 보행보조기는 양손 조작형 보조기로

사용자에게 추진/조향, 제동, 고정, 조절 조작을 요구한다. 보행기의 경우

고정 및 추진 장치인 손잡이와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의 위치가 가까워야

고령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루어지기 위해 보조기의 브레이크, 바퀴와 프레

임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5.1 유사 구조 조사

(1) 브레이크 구조

i. 자전거 브레이크

보통의 자전거 브레이크는 [그림 5-4]과 같은 림의 안쪽 또는 옆쪽에

서 브레이크 블록이 림을 압착하는 방식의 림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브레이크 제어에는 로드식이나 케이블식을 사용한다.

[그림 5-4] 자전거 브레이크 구조

ii. 공항카트 브레이크

공항카트는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내려야만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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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밀고 다닐 수 있다. 손잡이를 풀면 브레이크 블록이 내리고 바퀴

를 압착해서 제어된다. 공항카트 브레이크 구조원리는 [그림 5-5]과 같

다.

[그림 5-5] 공항카트 브레이크 구조

(2) 프레임 구조

집 입구에 쉽게 보관할 수 있기 위해 보조기 프레임은 접힐 수 있어

야 한다. 현재 시장에 있는 보행보조기 대부분은 [그림 5-6]과 같은 X형

구조로 양측의 프레임을 연결하여 좌우 접히는 식으로 디자인된다.

[그림 5-6] 접힐 수 있는 보행보조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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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쿠우터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림 5-7]와 같은 회전축을 이용하여 전후, 상하 접히는 방식이 사용한다.

[그림 5-7] 접힐 수 있는 스쿠우터

(3) 바퀴 구조

보행보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바퀴가 얼마나 잘 구르는 것이

종요하다. 바퀴가 구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림5-8]는 래칫(ratchet)의 구조이다. 이 구조를 사용하면 바퀴가 일

정한 속도 이상으로 구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구를 수 있는 것이 가능

하다. 폴(pawl)은 래칫이 역회전하지 못하도록 제동하는 장치이다. 오른

쪽에 있는 탄성 금속은 래칫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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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역회전을 방지하는 래칫(ratchet)구조

바퀴 패턴에 따라 앞으로는 잘 구르고 뒤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방

법도 있다. [그림 5-9]에 보인 듯이 바퀴의 패턴 방향이 지면과의 마찰

력에 영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위쪽의 패턴은 "ㅅ" 형태의 패턴이고 아

래쪽은 "V" 형태의 패턴이다. 위쪽은 주로 트랙션 주행에 용이한 타이어

의 장착방법이고 아래쪽은 그립주행에 용이한 장착방법이다(바이클라우

드).

[그림 5-9] 바퀴 패턴이 마찰력에 미친 영향 (바이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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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구조 연구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파일럿 테스트하기 위해 제작했던 프로토타입을 통해 보조보행기의

평지이동,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의 세 가지 모드를 안전하게 사용하

는 가능성을 검증했고 사용할 때 어떤 조작이 필요한지를 정했지만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의 인터페이스와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루어지는 기계

구조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비슷한 구조를 바탕

으로 실제 조작방식과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종이로 프로토타입을 [그림

5-10]와 같이 제작했다.

(1) 1차 종이 프로토타입

제품의 기본 조형과 비례, 모드 전환 방식과 접히는 방식을 직관적으

로 보이기 위해 1차 종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그림 5-10] 1차 종이 프로토타입 ( 평지 보행 / 계단 오르기 / 계단 내리기

수납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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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각도 조절하는 회전축과 고정구조를 [그림 5-11]과 같이 만들

었다. 이 구조를 통해 프레임이 75°(계단 오르기)， 90°(평지보행)，

105°(계단 내리기)， 180°(수납 상태)에 고정할 수 있다.

[그림 5-11] 1차 프로토타입 - 프레임 각도 조절하는 회전축과 고정구조

바퀴에 톱니바퀴를 장착하여 제어할 수 있다. 구조는 [그림 5-12]와

같다.

[그림 5-12] 1차 프로토타입 - 바퀴구조



- 47 -

1차 종이 프로토타입을 조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발견했다.

- 바퀴가 너무 얇아 안정성이 떨어진다.

- 톱니바퀴의 치가 너무 적어서 고정의 각도에만 제어할 수 있다. 실

제 좁은 계단에서 곧바로 멈출 수 없으면 위험하다.

- 회전축을 고정하는 부분이 너무 작아 든든하게 받칠 수 없다.

- 모드전환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다.

(2) 2차 종이 프로토타입

1차 프로토타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5-13]과 같이 2차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 프로토타입은 주로 회전축,

브레이크와 바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었다. 따라서 [그림 5-10]

[그림 5-11] [그림 5-12]의 프로토타입과는 다르게 전체 형태와 비례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림 5-13] 2차 종이 프로토타입 ( 평지 보행 / 계단 오르기 / 계단 내리기

수납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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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시 브레이크 조작의 편리성을 위해 [그림 5-14]과 같이 브레이

크를 앞으로 당기면 바퀴가 구르기 못하게 하고 스프링이 있어서 풀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5-14] 2차 프로토타입 - 바퀴와 브레이크 구조

회전축을 받치는 부분이 [그림 5-15]과 같이 더 크게 해서 든든하게

고정할 수 있다. 또한 프레임 각도 변화에 따라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

릴 수 있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5-15] 2차 프로토타입 - 회전축과 고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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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그림 5-14][그림 5-15]의 2차 프로토타입을 통해 보조기

의 조작방법과 구조문제를 해결했다. 무엇보다 안전한 mobility과 관련하

여 1) 계단 올라갈 때 뒷바퀴가 앞으로만 구를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가 걸리지 않더라도 뒤로 넘어지는 위험이 없다 2) 계단 내려갈 때 앞바

퀴뿐만 아니 뒷바퀴도 같이 잠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지모드에

서 계단 내려가는 모드로 전환할 때 [표 5-4]의 핸들의 각도 변화 (90도

-> 75도)에 따라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는 디자인으로 발전시켰다.

제 6 절 디자인 제안 - Tri-Wheel Stair Walker

파이럿 테스트와 1, 2차에 걸치 detail 프로토타입을 통해

door-to-door mobility를 실현해주는 Tri-Wheel Stair Walker를 [그림

5-16][그림 5-17][그림 5-18]와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5-16] 최종 디자인 - 평지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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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최종 디자인 - 계단 내리기

[그림 5-18] 최종 디자인 - 계단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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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조기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가지고 있다.

- 바퀴가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구르지 않아, 평지/내리막에서 안전

이동 가능

- 바퀴가 한 방향으로만 구를 수 있어, 오르막에서 안전 이동 가능

- 계단을 오르는 경우, 바퀴가 한 방향으로만 구르기 때문에 안전 이

동 가능

-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 앞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 안정 이동 가능

-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높이 조절 가능

- 쉽게 접을 수 있어 보관이 용이하며, 차량 외출 시에도 활용 가능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기계식으로 디자인

이 보조기는 Mobility 니즈가 높은 어르신과 보행이 불편한 분이 저

렴한 가격으로 생산 가능한 디자인으로 Mobility를 향상하여, 계단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접근권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자가 [그림 5-10]와 깉이 계단 내려가기, 평지 보행과 계단 오르

기 등 이동 상항에서 Tri-Wheel Stair Walker를 사용 가능하다.

[그림 5-19] 최종 디자인 - 사용자 사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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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은 이동 상황에서 Tri-Wheel Stair Walker 어떻게 동작되

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지이동 -> 계단내려가기

계단내려가기 -> 평지이동

평지이동 -> 계단오르기

계단오르기 -> 평지이동

[그림 5-20] Tri-Wheel Stair Walker를 활용한 이동

계단을 오르거나 오르박에서 이동하는 경우 바퀴가 한 방향으로만 구

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 앞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 안정 이동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높

이 조절 가능하다.

또한 [그림 5-21]와 [그림 5-22]에서 보듯이 쉽게 접을 수 있어 보관

이 용이하며, 차량으로 외출 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2대 이상을 겹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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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도 가능하게 디자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활

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그림 5-21] 최종 디자인 - 접히는 방식

[그림 5-22] 최종 디자인 - 접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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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을 살펴보면, 바퀴가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구르지 않아 평지나

내리막에서 안전 이동 가능하며, 바퀴가 앞으로만 구르기 때문에, 오르막

에서 뒤로 밀리지 않아 안전 이동 가능하도록 [그림 5-23]와 같이 디자

인하였다.

[그림 5-23] 최종 디자인 - 한 방향으로 구르는 Wheel

계단을 내려갈 때 핸들의 각도 변화 (90도 -> 75도)에 따라 [그림

5-24]의 middle과 같이 앞바퀴에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려 안전한 이동

이 가능하다.

[그림 5-24] 최종 디자인 - 내리막에서 자동으로 걸리는 기계식 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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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림 5-25]와 같이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높이 조절

가능하다. 무엇보다 밧데리를 사용하는 전자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Frame 각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걸릴 수 있는 기계식 브레이크 디자

인과,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구르는 바퀴 디자인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 5-25] 최종 디자인 -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한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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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행보조기는 어르신이 외출하는 상황에서 계

단이나 평평하지 않는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어르신의 Mobility를 높여

주는 디자인이다.

디자인 연구를 위해 노인의 특성, 특히 이동활동의 특징을 알아보고

현재 보행보조기 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활동 보조가 필

요한 노인 신체 활동을 알아보고, 노인이 보조기를 사용하여 평지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이등 활동에 대한 관찰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를 분석하여, 이동활동에 필요한 보행보조기, Tri-Wheel Stair Walker

컨셉을 제안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디자인의 실용 가능성을 검증

하고, 구조 프로토타입을 통해 밧데리를 사용하지 않는 유지보수 용이한

기계식 구조를 가능하게 디자인하였다.

본 디자인이 [그림 6-1]과 같이 인간중심디자인 원리를 활용해서 어

르신이 외출하는 상황에서 계단이나 평평하지 않는 도로 상황을 고려하

여 사용자의 외출 부담을 줄여서 바람직한 Door2Door Mobility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기계적 원리를 사용자 동작과 연결하여 경사면, 계단에서

안전한 Mobility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합리적 가격의 재료로 생산이 가

능하고 전자장치 미사용으로 사업화의 용이성도 고려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보행보조기를 제작해서 실제 사용자에

게서 사용평가를 받고 더 심화된 디자인적, 공학적 검증을 거쳐 안정적

으로 노인의 이동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 디자인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디자인 컨셉은 Mobility 니즈가 높은 어르신과 보행이 불

편한 분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가능한 디자인으로, Mobility를 향상하

여 계단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접근권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Smart City 시대의 안전하고 저렴한 진

정한 door to door mobility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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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인간중심디자인 관점에서 Tri-Wheel Stair Walker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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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Proposal of Auxiliary

Walker Usable at District

Including Stairway

Le, Meile

Industrial Design, Dept.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it is a widely shared objective to provide seamless

door-to-door multimodal mobility. Despite many technological

improvements, gaps still exist in the transport chain. The provision of

door-to-door transport tend to be of greater importance to older

disabled people than to others, because even the transport is

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frailties associated with ageing may

make it difficult to across the gaps. With the growing awareness of

Right to Access, it has been common to build a slope instead of

stairs to secure the passageway, but there still stairs exist, and it is

hard to say that the slope is safe for those who have difficulty

walking.

When a person getting old or temporarily weakened due t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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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or illness, he or she will have difficulty walking.

Furthermore, many people feel difficult to walk up and down stairs

even though they can walk on level ground without any effort.

People use auxiliary walkers when their muscles become weak. There

are many different products can be used to assist walking such as

cane, walker and wheelchair. However, canes are only available to

people with relatively strong strength, and the current walkers are

not able to fully consider short flight of stairs or slopes and so

mobility is still limited in the environments with stairs. Also, due to

the expensive prices of walkers, many elderly people put heavy

things in used baby carriage and use them as auxiliary walkers. It

will lead to bad positions and cause physical pain.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ew

auxiliary walker which 1) can be used not only on flat but also in

real urban environment 2) can be used without psychological burden

when going outside 3) can be manufactured with low cost to improve

the mobility of the elderly and to lead a healthy and pleasurable life.

In this study, the design concept Tri-Wheel Stair Walker was

proposed based on the interview and observation of the elderly users.

The Tri-Wheel Stair Walker need no battery and can be maintain

easily and the practicability of the concept has been evaluated by

pilot test and structure prototypes.

keywords : Auxiliary Walker, Mobility, Human-centered Design,

Product Structure, The Elderly

Student Number : 2015-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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