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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령자들의 안전한 독립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보행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기존 고령자용 보행기
에 대한 제품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용자 관찰 실험을 통하여 사용상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였다. 제품 분석결
과 대부분의 고령자용 보행기는 기능이 우선시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 관찰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가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조작방법이나 안정감 등 구조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도출된 문제점과 니즈를 통해 총 다섯 가지의 디자인 지침을 도출하였다. 디자인
지침은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점의 개선을 중점적인 목표로 설정하였고, 기능 우선이 아닌 안전이 우선시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디자인 지침은 차후 고령자용 보행기를 제작 및
디자인하는데 있어, 고령자의 관점과 니즈를 반영한 보행기 제작의 기초적인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노인용보행기, 롤레이터, 노인용품, 고령자용품, 고령자, 디자인지침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a walker to assist the elderly in safe, independent walking. 
To this end,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analysis of the walker for the elderly and user 
observations were used to identify problems and needs. The product analysis showed that most elderly 
walkers tend to prioritize their functions. In addition, user observations showed that most users h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the function, but that structural aspects, such as operation methods and 
stability, had negative consequences. A total of five design guidelines were derived based on the 
problems and needs derived. The design guidelines were designed to focus on improving structural 
problems rather than functional parts, and to orientate safety over functional priorities. Five design 
guidelines derived from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manufacture of walkers that 
reflect the views and needs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in the manufacture and design of walker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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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
년인구가 14.8%에서 매년 증가하여, 2030년 국내 고령
자 지수는 24.5%로 예상돼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
으로 보여 진다[1]. 또한 고령친화제품시장은 2013년 기
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4.2%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125조원의 시장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2].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친화제
품시장에 비해 고령자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사회적 인
식으로 고령친화제품 및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가 젊은 
층에 비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제대로 활용되어
지지 않고 있다. 그 중 고령자의 독립보행을 돕는 보행기
는 고령친화제품 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제품 개발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고령자의 신체적인 상
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개발되
어 고령자용 보행기의 현실적인 사용 편의와 안전에 대
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안전하게 독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우선이 아닌 안전을 중심으로 고령자용 
보행기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보행에 
관한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기존의 보행기 제품에 대한 
각 부분별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행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후 보행기를 사용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레코딩을 통한 보행기 실사용자 관찰 
조사를 사용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한다. 제품분석과 사
용자 관찰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니즈를 토대로  디자
인지침을 설정한다. 

2. 고령자의 보행특성 및 보행 장애

2.1 고령자의 보행특성
노령(old age)은 인간이 살면서 누구나 겪는 부분이

다. 노령이 될수록 신체의 기능은 퇴화되고, 후천적인 원
인으로 인해 신체적인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인
간의 보행 주기는 입각기와 유각기로 분류되며, 노인의 
경우 입각기와 유각기의 간격이 매우 짧아지게 된다. 또
한 이러한 보행주기는 노화에 따라 걸음의 속도가 느려
지고, 두 발로 지탱하는 양다리 지지시기가 차지하는 비
율이 늘어나게 된다.

2017년 박정호의 연구에 인용된 연구 자료 중 

Critchely(1931)는 걸음 거리가 짧아지고, 양발의 간격
은 약간 넓어지며, 다소 구부정한 자세와 작은 발걸음, 전
방돌진 등의 성향을 보인다고 하고 이를 ‘노인보행
(senile gait)’으로 처음 명명하였다고 한다[4].

2.2 고령자의 보행 장애
보행에 장애를 가진 노인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생활에 따른 신체적인 제약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의 신체적인 퇴화는 
여러모로 많은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 때문에 신체변
화에 의한 상실감을 느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가져오기
도 한다. 고령자의 보행 장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영
향을 받는다.

2.2.1 신체적 기능의 퇴화에 의한 보행 장애
고령자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의한 신체적 기능 퇴

화가 생긴다. 신체적 기능이 퇴화 될 경우 인간은 활동에
서 가장 크게 노화를 느끼게 된다. 인간의 활동에는 다양
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 보행활동은 건강과 생활안전
에 직결되어 있을 만큼 신체활동에 중심이 된다[5]. 대부
분 신체적 기능의 퇴화로 인한 보행 장애는 걸음 간격과 
양발 디딤기가 미세하게 증가된다. 또한, 보행 속도는 평
균적 10~20% 감소하게 되는데, 60세까지는 약 1% 미만
의 감소를 보이다가 80세까지는 매년 약 2%정도의 감소 
양상을 보이곤 한다. 또한 젊은 성인의 경우 보행 중 모
든 하지 관절에 최대 힘이 증가하는데 반해, 60대 이상의 
고령자는 다리 및 발목 관절의 힘이 아닌 고관절의 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6]. 보행 속도나 걸음 거리의 감
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벗어나거나,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연령에 따른 신체적 퇴화
에서 일어나는 보행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2.2 병리학적 원인에 의한 보행 장애
고령자의 보행 장애는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한 신체적 

퇴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일부 노령화에 의한 병리학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후천
적인 요인으로 보행에 장애를 가지는 부분에 비해 만성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보행 장애는 대부분 보행에 심각
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수
준이 많은 편이다. 이는 개개인의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60~70세 무렵에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분당 보폭(Step)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7]. 또한 고령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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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Types of disability Device
Normality Normal walking is possible without any assistive devices. - -

First level
disorders of gait

Low levels of walking impairment cause pain and loss of endurance.
Peripheral Sense and Peripheral Motor Neuropathy
Muscle diseases

Hemiplegia gait
Antalgic gait

Myopathic gait

Crutches
cane

Second level
disorders of gait

Difficult to walk for a long time without a walking aid, and some lower body 
deforms.
Execution Error for Posture and Action

Choreoathetotic gait
Parkinson gait Rollator

Third level
disorders of gait

Stages of disease that have a high level of walking impairment and are impossible 
to walk without aids.

Ataxic gait
Spastic diplegia gait Wheelchair

Table 1. A classification table for elderly people's level of walking

Fig. 1. Handles with ergonomic elements

행 장애에 대한 유병률은 일부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15% 이상, 80세 이후로는 30% 이상으로 발병하는 것으
로 추정 한다고 한다. 병리학적인 원인으로는 다양한 질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1단계 보행 장애(low 
level), 2단계 보행 장애(mid level), 3단계 보행 장애
(high level)로 나누어 Table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 고령자용 보행기 제품 분석

고령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이들의 원활한 보행
을 보조하기 위해 많은 보조기가 개발되어졌다. 일반적으
로 보행보조기기의 종류로는 목발, 지팡이, 보행기, 휠체
어,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자들이나 일반인
들의 보행을 보조한다. 보행보조기기 중 고령자용 보행기
는 독립보행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체중 부하를 감소시키고 지지면을 넓게 하여 입
위 및 보행시의 안정성을 증가 시켜준다[8]. 고령자용 보
행기는 크게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나눌 수 있다.

실내용 보행기는 보통 많이 걷는 것이 아닌 실내에서 
이동을 위해 잠깐 사용하는 유형의 보행보조기구로 복잡
한 제동 장치나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통 실내에
서 사용하는 보행기는 바퀴가 없는 방식과 2륜 보행기 
방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실외용 보행기는 고령자들이 실외에서 원활하게 보행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로, 실내용 보행기와 
달리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내용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변수의 외부 환
경과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점으로 인해 브레
이크와 바퀴, 무게 중심, 손잡이 등 많은 부분이 국내 안
전기준에 의하여 관리되어 지고 있다. 실외에서 주로 사
용하는 보행기는 4륜 보행기로 신체의 전면 혹은 측면을 
지지할 수 있는 난간이 있고, 이동시에 체중을 받쳐주는 

구조를 갖는 형태이다. 또한 4륜 보행기는 매끄럽지 않은 
노면 상황을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보통 7인치 
이상의 차륜(Wheel)을 이용한다[9].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수렴할 수 있는 고령자
용 보행기를 개발하는 연구로 4륜 실외용 보행기에 대해 
제품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의 고령자용 보행기는 국내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되
어 비슷하거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10]. 본 연구
에서는 고령자용 보행기 구조 분석을 위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라온아띠 사의 KCS-508 제품
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 동시에 각 부분이 가지는 문
제점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3.1 손잡이
고령자용 보행기의 손잡이는 보통 일반적인 형상의 손

잡이와 인체공학적인 형상의 손잡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 구조 분석으로 사용된 KCS-508 제품의 경우 인
체공학적인 요소가 적용된 손잡이를 사용하고 있다. 손잡
이의 총 길이는 120mm이고, 손잡이의 지름은 30mm이
다. 본 제품에서 사용된 손잡이는 인체공학적으로 파지할 
수 있도록 유도 설계되었지만, 실제 사용자의 파지법이 
모두 다르고 고령자마다 손의 크기가 다른 부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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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손잡이의 엄
지손가락 파지 부분에 있는 인체공학적인 요소는 상황에 
따라 단단한 파지가 불가능하여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Fig. 1

3.2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으로 제품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제품은 분리형 브
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개별로 작동한
다. 브레이크는 와이어를 이용한 패드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일정 세기로 레버를 잡을 시 브레이크
가 체결된다. 이 제품의 경우 손의 힘이 부족한 고령자는 
너무 많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
다. 개별 브레이크는 양손에 각각 일정 이상의 힘을 주어
야하는데 고령자는 양손의 힘이 균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 Fig. 2

Fig. 2. Wire brake

3.3 바퀴
KCS-508 제품은 총 4개의 180mm 우레탄 바퀴를 

적용하였고, 바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고령자가 적은 
힘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뒷바퀴 두 개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브레이크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앞바퀴 두 개는 각각 따로 움직이며 노면 상황
에 맞게 움직인다. 이 제품의 경우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 쪽 바퀴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는 바퀴를 제어 할 수 없어
서 상당히 위험한 느낌을 주게 된다. 뒷바퀴의 경우 브레
이크가 체결되는 기능을 하는데 전체적인 면이 매끄러워 
브레이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체결된 상
태에서도 움직이게 되어 브레이크와 바퀴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 Fig. 3

Fig. 3. 180mm diameter wheel (left) wheel on
smooth surface (right)

이상에서 현재 양산되고 있는 보행기에 관한 분석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각 부분별로 안전을 위한 기능
이나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고령자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맞추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사용자에게 보행을 보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4. 고령자용 보행기 사용 특성 분석

4.1 보행기 사용 특성조사
본 연구에서는 보행기를 사용하는 고령자가 실제 환경

에서 제품을 사용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니즈를 파악
하기 위해 고령자용 보행기 판매 사이트 리뷰를 종합하
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사용해 행동 관찰을 위해 보행
기를 사용하는 60대 이상의 사용자를 모집하여 약 
10~20분가량 영상촬영을 통해 사용자 관찰을 진행하였
다. 이후 실사용자가 가지는 니즈(needs)와 실질적인 문
제점 도출을 위해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1.1 온라인쇼핑몰 리뷰
국내 온라인 쇼핑몰 기준 국내에 판매되는 고령자용 

보행기 제품 10건에 대한 상품평 총 1,899개 중 5점을 
제외한 4점 이하의 사용자 상품평 내용을 Fig. 4와 같이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대체로 고령자용 보행기에 대해 높
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일부 사용자의 경우 사용
상의 문제점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 이동, 브레이크, 휴식, 안
정감 등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나뉘었고,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총 92건으로 보행기 자체의 안정감에 
대한 내용이었다. 많은 사용자들이 무게가 가벼워 주행 
중 불안하다는 부분을 언급하였고, 주행 중 바퀴가 심하
게 흔들려 안정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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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ntent

Walking

+
It's good to have a lot of places to catch.
It's good because it's light when you drag it.
The walker runs well and is easy to use.

-

It's hard to walk a little.
I wish I could adjust the height.
It's uncomfortable because the walkers don't 
move at will once in a while.
When you go downhill, you have to give yourself 
strength so you don't fall down, so there's a lot of 
things to worry about.
It's hard to climb uphill.
It's hard to hold the brakes because my hands are 
weak.
I have a lot of things to worry about.
My back aches when I use the walker for a long 
time.

Rest

+
The chair is fluffy.
It's good because there's something to support 
your body when you rest.

-

I don't rest in a chair because I rest a little.
I have to go back to sit in a chair and it's hard.
When you sit down, it's hard to get up again and 
move.
Don't know how to use parking brake.
I can't sit and rest on the road.

etc.
+

There is a lot of storage space.
I came over by a walker and it was easier to walk 
than a cane.
Other grandmothers envy me.

- It's cumbersome.

Table 3. User Interview

Fig. 4. Class 4 or below issues of online buyer review

4.1.2 보행기 사용자 관찰
보행기 사용자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20분 이내의 짧

은 시간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사용자의 경우 보행기 사용 중 오르막 구간에
서 보행기의 무게와 사용자의 무게중심을 제어하지 못해 
휘청이면서 뒤로 밀리는 듯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다
른 사용자의 경우 보행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동안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바
퀴가 움직여 안전하지 못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5

Fig. 5. Video recording

보행기 사용자 관찰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On
the 

move

Occasionally, the frame is held and moved without 
holding the handle.

A risk of a safety accident because the speed is not 
controlled on the downhill.

Stopping the walker independently with the force of the 
lower body and hands rather than using the brakes.

The wheels of the walker are so good that they feel like 
they're slipping ahead of the body.

On
the

break

When walking on a walker, the user takes a rest every 
three to five minutes.

Appears dangerous because the parking brake is not 
applied while resting.

The front wheels keep moving and looking dangerous 
while sitting in the seat with the parking brake on the 
pedestrian.

They appear to be applying force to the body during the 
break,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lack of confidence 
in the safety of the parking brake.

Table 2. User Observation Results

또한 비디오 레코딩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조금 더 
깊이 있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반인 1명, 디자인 
전공자 1명, 정형외과 전문의 1명, 고령자용 보행기 판매
원 1명에게 약 20분 분량의 영상을 제공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포스트잇에 기록하고 각 항목 중 중대한 문제
에 대해 중요도를 설정 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Fig. 6

Fig. 6. Brainlighting to Derive Problems

4.1.3 사용자 인터뷰
사용자 인터뷰는 Table 3과 같이 보행 중과 휴식 중

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였고, 두 분류와 관계없는 
기타 의견은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166

There are too many kinds.
I use the tape because the handle is slippery.
It's too expensive even though the funding comes 
from the country.
The color is too dull.
There is no place to put it in the house.
It's not very pretty.

인터뷰에 응한 사용자는 보행기 사용 기간이 약 6개월
에서 2년 정도 실사용을 하였다. 사용자 인터뷰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비율이 조
금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답변은 대체로 기능이나 사용성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
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5. 보행기 디자인 개발 지침

고령자들의 독립보행을 돕기 위한 안전한 보행기 개발
을 위해 수행된 사용자 분석과 실제 제품 분석, 선행연구 
분석에서 도출된 대표적인 문제점은 각 부분 별로 Table 
4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Handle

Although ergonomic handles have induced gripping, 
the actual user's grip methods are all different, and 
each might feel uncomfortable due to the size of its 
different hands.
Structural problems with ergonomic handles make 
safe grips impossible.
Feel stressed because my wrist is twisted while 
holding the handle.
The user moves by holding onto a different part of 
the handle.
The grip on the handle looks uncomfortable.

Brake

It takes too much force to hold the brakes, making it 
difficult to engage the brakes correctly.

The brakes are difficult to tighten at once because 
the forces of both hands are uneven.

It's pushed when you hold the brakes.

Parking brake tightening is complex and difficult to 
use.

Tire

The wheels cannot be controlled on uneven surfaces.

The walker is dangerous because it is dragged down 
the hill.

Because of the smooth surface of the wheel, the 
brakes are not held securely.

The wheels are too slippery.

It's not easy to adjust the direction.

Structure

Height adjustment is limited.(maximum height and 
minimum height)

The size of the chair is small.

Feeling of unstable. (Trend and Driving)

Table 4. The problem of a walker

현재 보행기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한 결과로부터 도출
된 디자인 지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용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동안 손잡이를 
포함한 보행기 어느 곳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고령자는 신체 특성 상 한 가지 자세를 오래 유지하
기 힘들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할 경우 손목이나 신체 
전반적인 피로도가 증가하게 된다[11]. 실제로 보행기 사
용자 테스트 결과 20분 기준 약 4~7회 정도로 자세를 변
경하였고, 한 자세를 오랜 시간동안 유지하기 어려운 사
용자의 경우 손잡이가 아닌 프레임이나 고정 끈 등을 잡
고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가 보행기 
사용 시 불편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의 원인은 다양
하게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편한 점을 사용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세를 고치는 거나 제품을 변형하는 조
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보행기의 브레이크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을 고려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행기에서 브레이크는 안전사고와 직
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분리형 손잡이의 
경우 브레이크가 개별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있
다. 이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상 양 손의 힘이 고르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을 수 없
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행기는 브레
이크 체결이 일반인보다 근력이 약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힘들도록 되어 있다. 보행기 사용자 관찰 결과 20분 기준 
브레이크를 직접 잡고 정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정광태 외(2008)의 연구에서는 일부 사용자가 손목 통증
으로 인해 브레이크 조작에 어려움을 제기한 경우도 있
었다[12].

세 번째, 보행기 바퀴는 주행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에서 너무 잘 굴러가지 않도록 낮은 값의 저항이 들어가
야 된다. 대부분의 보행기는 고령자가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사용자 
관찰 과정 중 내리막에서 보행기를 놓쳐 낙상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용자가 보행기의 속도를 감
당하지 못하거나, 의지와 달리 움직여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동 중 낙상사고의 위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보행기의 주행성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저항이 작용되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네 번째, 주차브레이크는 사용자의 동작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보행기를 사용
하는 주 사용자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보조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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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브레이크 
체결을 위해 신체의 일부분을 크게 움직이거나 동작 과
정이 많게 되면 그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일
반적인 보행기의 경우 주차브레이크는 모두 설치되어 있
으나, 대부분 후방 바퀴 쪽에 발로 눌러 직접 체결하는 
방식과 손잡이에 설치되어 있는 브레이크와 연동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차브레이크 체결 방식 중 한
발을 이용해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방식은 고령자의 신체
적인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손잡이 주위에 주차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도 복잡
한 구동 방식으로 인해 조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 번째,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
별로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인간의 신
체 사이즈는 모두 다르고, 생활 습관에 따라 제품의 사용 
자세는 달라진다.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60~70세 이하의 고령자들의 평균 키는 157.6cm로 최
소 135.4cm에서 최대 179.3cm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13].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과 안전적
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은 필수
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4륜 보
행기 보행에 있어 손잡이의 높이는 균형이 좋은 사용자 
기준 전체 신장대비 지면에서 48%의 높이가 적절하며, 
균형정도가 낮은 사용자의 경우 48%에서 +5cm의 높이
가 보행기 사용 시 낮은 근피로도를 보인다고 한다[14]. 
또한 손잡이의 각도는 수평 0° 수직 0°에서 9.67%로 가
장 낮은 근육부하량을 보인다고 한다[15]. 

6. 결론

본 연구는 독립보행을 할 수 없는 고령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독립보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니즈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연구 초기에 진행한 고령자용 보행기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에서 대부분 국내 보행기는 ‘기능’ 우선으로 제작되
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기능’보
다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품 조사 단계에서는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조
작방법 및 신체구조에 맞지 않는 구조 등을 찾을 수 있었
다. 사용자 관찰 실험 결과로 사용자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보행기의 구조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사용상 생기는 불편함 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선행 사례와 제품분석, 관
찰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니즈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디자인 지침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잡는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손잡이를 포함한 보행기 어느 곳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려운 브레이크 체결이 아
닌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브레이크를 사용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보
행기가 무작정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퀴에 저
항 값을 주는 것이다. 네 번째로, 주차브레이크는 사용자
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결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동
작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의 신체적인 특성을 모두 수렴할 수 있도록 각 부분별로 
세부적인 높이 조절이나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디자인 지침은 외형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
다. 최종적으로 다섯가지의 디자인 지침은 기존의 보행기
구조적인 문제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인 
고령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령자용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고
령자용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차후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될 경우 고령자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연구되
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 중 제품 분석과 사용자 관찰
실험에서 찾아낸 특징적인 요소와 문제점은 고령자용품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령자용 보행기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한 하나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용 보행기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 중 하나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 과정 중 현재 국내에 판매되
고 있는 고령자용 보행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가
지 지침을 제외하고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의 보행기는 안전보다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
다. 현재 판매되는 보행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거
나 개선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수정이 상당히 어려
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
로 안전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용 보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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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행기 안전 개선 연구
의 기초와 정보들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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