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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실버케어 관련 분야가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가정 내 고령자 안전사고 중 기립 시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번 KSCDC 2020 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작품은 리프팅체어 이다. 고령자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좌식문화에 적합한 형태는 시중에 존재하지 않으며, 병원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리프팅 체어를 제작한다.
가정이라는 공간에 적합하도록 높이와 너비는 가정의 문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고
비교적 좁은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전반경을 줄이기 위해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사용자를 바닥에서부터 일정한 높이까지 수직상승을
요약문

보조하는 기능과 완접기립을 위한 자세를 보조해주는 기능으로 나누어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전반적인 플랫폼 구동은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스마트폰
컨트롤러를 제작하여 사용자 혹은 보조자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전체적인 프레임의 모델링과 수직 상승을 위한 의자부분의 모델링을 작성하고, 각
역학적인 계산과정과 완전 기립을 위한 의자의 틸팅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메커니즘 구현을 위한 수직 상승과 완전 기립에 적합한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선정하고, 프레임 양쪽에 가이드레일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리프팅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기존 제품 대비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령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간편한 조작방식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본 제품을 통해 가정 내에 발생하는 기립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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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면서 앞으로 실버 케어 관련 분야가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기립 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
하고 해당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설계한다. 그래서 본 연구의 주제는 리프팅 체어이
다. 현재 시중에도 리프팅 체어가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자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좌식문화에 적합
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병원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사
용할 수 있는 가정용 리프팅 체어를 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성을 위해 완전기립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실내이동장치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정용이라는 목적성에 맞게 좁은 공
간에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자리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구동부는 수직상승과 완전기립을
보조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구동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사용자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조
작,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우리는 차별성을 위해 완전기립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실내이
동장치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사용목적 평가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Abstract: Currently, aging is mention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Silver care is expected to become an
important field in the future. Among the silver-care, we will develop lifting chair that can alleviate accidents
at home. Though there are lifting chairs on the market, there is no form suitable for the sedentary culture
familiar to the elderly in Korea. For this reason, we design a lifting chair that can be used conveniently at
home. We conducted a study on the design of an indoor mobile device with a function that can be
completely upright for differentiation. It is designed to be able to rotate in place to secure mobility in a
narrow space to suit the purpose of home use. The driving part is designed to drive by dividing it into a
part that assists vertical ascent and complete standing. In addition, it is designed so that users can operate
and move with a smartphone using Bluetooth. In the future, we plan to conduct research to evaluate and
improve the purpose of use.

1. 서 론
지난 3년간(2016~2018)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1)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는 평균 5,929건
이 접수되고 있으며, 전 연령 안전사고 대비 고령자 안전사고 비율도 매년 8%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를 치료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을 확률이 10%p이상 높아 사고를 당할 경우 더 크게 다칠 수 있어 안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
하다.
또한 고령자 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Fig. 2에서 ‘주택’이 4,210건(66.4%)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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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숙박 및 음식점’ 441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침
실·방’이 1,271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욕실’ 859건(13.6%), ‘거실’ 786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년 ‘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만 60%이상으로 상당 부
분을 차지한다. 또한 사고 유형별로 분석하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물리적 충격’이 4,315건
(68.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추락 등의 낙상사고는 매년 전체 건수의 절반가량
을 차지하여 고령자 낙상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1 Status of treatment period for safety accidents by age group (2016~2018)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사망
합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사망
합계

2016년
건수
비율
3,385
99.1
25
0.7
6
0.2
3,416 100.0
182
84.7
25
11.6
8
3.7
215
100.0

2017년
건수
비율
4,428
99.6
12
0.3
5
0.1
4,445 100.0
126
92.0
9
6.6
2
1.5
137
100.0

2018년
건수
비율
1,467
99.2
2
0.1
10
0.7
1,479 100.0
58
82.9
11
15.7
1
1.4
70
100.0

단위 : 건, %
합계
건수
비율
9,280
99.4
39
0.4
21
0.2
9,340 100.0
366
86.7
45
10.7
11
2.6
422
100.0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 안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안전사고도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움직임을 보조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 장치에 적합
하다고 고려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프팅 체어를 만들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리프팅 체어를 설계하였다. 설계에 있어 기존의 리프팅 체어들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Needs를 도출,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통계청의 인체치수조사를 참고하여 구체적 치수를 정하였다.
이어서 실제 모델의 2:1 비율로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고 제작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설계
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였다.
2.1 연구절차

Fig. 1 Design Process of Study

2.1 기존 제품 조사

Fig. 2 Design of Lifting Chair in the Marketplace
기존의 리프팅 체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완전 기립을 보
조하는 형태와 완전 기립을 위해서는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
품이다. 두 제품 모두 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두 형태의 장점을 결합해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사용자 스스로 올라타 완전 기
립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목표를 정하였다.
2.2 Needs 분석 및 설계목표 설정
본 프로젝트에서 설계한 리프팅 체어는 주로 고령층이 실내에서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고령층의 신체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특정인의 치수를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
른 평균값을 반영하였다.
2.2.1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설계

Fig. 2 Weight distribution by men over 60 years old

Fig. 3 Hip width by female over 60 years old
위의 두 자료는 5년에 걸쳐 조사한 통계청(2)에 따른 60세 이상의 남성의 몸무게 분포와 60세 이상 여성의 앉
은 엉덩이 너비 분포이다. 몸무게는 더 무거운 쪽에, 앉은 엉덩이 너비는 더 넓은 쪽에 제품을 맞추어야 하므
로 그렇지 않은 성별의 표는 제외하였다. 두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연도별 최대 평균 몸무게는 69kg, 여성의
연도별 최대 평균 앉은 엉덩이 너비는 359mm이므로 남성의 몸무게 치수를 반영하여 70kg의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여성의 앉은 엉덩이 너비 치수를 반영하여 의자 너비를 설계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60세 이상의 남성, 여성별로 무릎 높이와 넓적다리 길이를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연도별 최대 평균 무릎 높이는 42.6cm, 여성은 39.3cm이다. 무릎 높이는 의자
의 수직 상승 높이를 고려하기 위해 조사하였는데, 의자가 무릎 높이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치수를 반영
하여 설계하였다. 그리고 의자의 길이를 정하기 위해 넓적다리 길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연도별 최대 평균
넓적다리 직선길이(3)는 27.6cm, 여성은 25.9cm이다. 따라서 이 치수를 반영하여 의자의 길이를 설계하
였다.
2.2.2 사용 환경에 따른 설계
제품의 크기, 필요한 기능 등을 사용자와 사용처를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이동 속도는 시중에 나와
있는 야외 사용 전동휠체어의 최고 속도가 12km/h인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표는 가정(실내)용임을
고려하여 12km/h의 반 정도의 5.4km/h를 최고속도로 설계하였다. 실내에서의 이동은 방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므로 리프팅 체어의 총 너비는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문의 규격인 90cm *
210cm을 반영하여 문보다 작게 너비와 높이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보조자의 도움을 최소화 해 사
용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리프팅 체어에 올라와 앉을 수 있는 높이를 최소한(사용자
단독으로 의자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약 15cm으로 설계하였다. 이어서, 실내의 좁은 반경을 고려하여 제
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3 하드웨어 설계
앞서 고려한 노약자의 신체 특성과 기존의 리프팅 체어의 모습(4)을 참고하여 하드웨어 설계를 진행하였
다. 좌식 문화에 알맞고 보조자의 도움을 최소화한 상태로 완전 기립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의자의 상승부와 무
게중심을 옮겨 완전 기립을 돕는 틸팅(Tilting),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2.3.1 수직 상승
앞선 통계청 자료에서 남성의 무릎 높이와 여성의 무릎 높이를 고려하여 수직 상승했을 때의 지면부

터 의자면 까지의 높이는 50cm으로 결정하였다. 전동 실린더를 이용하여 상승을 하고, 후술할 틸팅 메
커니즘을 위해 의자를 직접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자 하단부에 L자 형태의 프레임을 부착하여 L자
프레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하였다.
2.3.2 틸팅(Tilting)
해당 부분은 인체의 무게중심이 앉아 있을 때 의자 중심에서 기립하며 최종적으로는 무게 중심이 발
바닥과 수직 선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돕기 위한 설계 부분이다. L자 프레임의 끝부분과 의자 앞부분
을 회전운동이 가능하도록 체결한 후, 전동 실린더를 의자 밑부분의 중앙과 L자 프레임의 끝과 연결하
여 전동 실린더가 연장함에 따라 엉덩받이가 수평면과 약 40도의 각도를 이루며 상승해 사용자의 무게
중심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4 Modeling of the Tilting Mechanism
2.3.3 부품 선정
전동실린더(기립용, 수직 상승용) : 수직 상승을 위한 전동실린더는 탑승자의 무게를 반영하였다. 목
표 하중 70kg을 고려하여 의자에 가해지는 하중을 700N으로, 더해서 의자의 무게와 안전율을 고려하여
1500N의 힘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면과의 거리, 즉 수직 상승 높이가 50cm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거리가 500mm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600mm의 행정거리를 갖고
1500N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전동실린더를 선정하였다.
전동실린더(틸팅용) : 기립용 전동실린더와 마찬가지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틸팅용 전동실린더는
의자를 올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각도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야 한다. 또한 의자의 길이를 고려하여 전동실린더를 위치시키고 하중을 계산하면 최대 3700N의 하중이
발생한다. 그리고 모델링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행정거리가 13.7cm정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를 반
영하여 최종적으로 150mm의 행정거리를 갖고 4000N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전동실린더를 선정하였다.
프레임 : 프레임의 경우 의자 엉덩받이 부분을 받치고, 등받이 부분을 감싸며 각종 부품들을 위치시
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위의 Needs에 맞게 길이와 높이를 반영하여 15kg 내외가 될 수 있게 설계하였
다. 또한 재료는 각종용재에 쓰이는 알루미늄으로 선정하였다.
모터 : 모터의 경우 목표 최고속도와 리프팅 체어의 무게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최고속도
1.5m/s, 부품포함 전체 리프팅 체어의 질량 30kg을 반영하여 출력 300W의 모터를 선정하였다. 계산과정
은 해당 참고문헌(5)을 참고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바퀴 양 쪽에
각각 모터를 선정하였다.
모터 드라이버: 모터 드라이버의 경우 모터와 전동실린더 각 부품의 스펙을 반영하여 호환될 수 있도
록 선정하였다.
가이드레일 : 의자부를 수직 상승시키고 틸팅시킬 때 줄일 수 있는 힘은 줄여야 한다. 따라서 프레임

과 의자부의 마찰력을 없애주기 위해 가이드레일 블록, 레일을 선정하였다.
2.3.4 제어부 설계
본 프로젝트의 제어부 순서도는 Fig. 5와 같다.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은 AppInventor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스마트 폰을 통해 아두이노 메가와 연결된 블루투스 모듈로 동작 데이터를 전송하면 아두
이노 메가에서 블루투스 시리얼 통신으로 받은 값과 하위 단계(아두이노 우노 또는 모터드라이버)로 전
송하는 시리얼 통신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만일 이 두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플리
케이션 상에는 블루투스 연결이 잘못되었다는 알림이 뜨게 된다. 문제가 없다면 아두이노 메가를 통해
전동 실린더를 제어하고, 아두이노 메가와 우노의 시리얼 통신으로 아두이노 우노가 데이터를 받아 바
퀴의 모터를 제어하게 된다.

Fig. 5 Flowchart Diagram

Fig. 6 Application Screenshot

2.4 모형 제작
설계한 내용을 통해 2:1의 크기로 소형화된 모델을 제작하였다. 실제 모델의 치수를 반영하여 동일한

종류의 부품을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동작 메커니즘을 보여주기에는 문제가 없다. 해당 모델을 제작한
작업장의 용접기로는 알루미늄 용접이 불가능하여 초기 설계목표와는 달리 프레임을 철 각관으로 제작
하게 되었다. 모형을 통해 검증을 하던 중 틸팅 동작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기체가 기울어
질 위험이 발견되었고 부품을 뒤쪽으로 위치함과 동시에 뒷부분의 무게를 증량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였
다.

Fig 7. Miniature Model

Fig. 8 Mechanism of Miniature Model

3. 연구 결과
본 연구로 도출된 리프팅 체어의 최종 디자인은 아래의 Fig. 9와 같다. 설계 단계에서 목표한 대로
집안의 방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폭을 약 66cm으로 설계하였고 최저 높이 16cm에서 최고 높이 89cm
까지 노약자가 바닥에서 완전 기립까지의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리프팅 체어를 사용
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은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종하여 필요한 장소까지
위치할 수 있게 하였다.

Fig. 9 Modeling of final design

Fig. 10 Mechanism of final design

4. 결 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보조자의 도움 없이는 홀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전 기립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실내이동장치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는 홀로 일어서기 힘든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고 본 제품과 관련된 고령자의 인체특성과 치수, 사용될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전체적으로 설계하
였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제품의 사용성 평가와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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