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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기
EMPATHIZE



경북척수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지면 인터뷰

1)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사용시 주로 어떤 부분에 불편함을 느
끼시는가요? 

- 개인별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 앉아 있을 때 욕창이
생기는 부분이 가장 불편합니다. 



경북척수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지면 인터뷰

2) 휠체어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전동 휠체어의 경우 어떤 단점
이 있나요?(비용, 사용하는 측면 등에서) 

- 가격면에서는 수동이 전동에 비해 저렴하기는 하나 팔이 마비
인경우 보호자 없이는 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전동인 경우는 최소한의 손가락 움직임 정도만 있어도 혼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고가이므로 모든 분들이 사
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북척수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지면 인터뷰

3) 위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분들이 겪을 수 있
는 어려움이 어떤게 있나요?

- 대부분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척추의 문제로 장애를 입
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없습니다.

- 간혹 보호자 없이 허리를 움직이는 경우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정의하기
DEFINE



일어설
수있다
면…

-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잡는 상황
- 비 장애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상황
- 휠체어 높이보다 높은 침대, 화장실로 이동하는 상황

-> 휠체어 안장의 높낮이 조절



아이디어내기
IDEATE



1. 레버가 아래방향(B 방향) 

1) 높이 조절부 상부의 공기 유입구가

열림

2) 스프링이 높이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공기가 유입

2. 레버가 위 방향(A 방향) 원위치

1) 공기 유입구가 막히며, 

2) 높이 조절부(원통) 내의 공기의 유압과

스프링이 설정된 높이를 유지해 줌

* 스프링의 힘은 약 20kg

높이 조절 의자의 원리

높이
조절부



프로토타입
PROTOTYPE





수량 단가 가격

1 $ 20 $20

2 $5 $10

기타부품 1 $20 $20

가공비 (용접, 체결등) 1 $12 $12

합계 $52



비즈니스모델
BUISINESS
MODEL



전세계 휠체어 시장 조사 (Global Research & Data Services) 

- 2007년 ~ 2013년 시장은 매년 평균적으로 4.6%씩 증가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연평균 성장률 2.8%씩 확장
- 중국, 라트비아, 필리핀, 포르투갈 및 터키는 가장 잠재성이 높
은 시장



첨단 휠체어

Scalevo Tank chair





VS

수동 휠체어
156,560원

전동 휠체어
2,000,000원

자동 높이 조절 휠체어
2,600,000원

기립형 휠체어
3,600,000원



전동휠체어의 유지비와 보수비

- 전동휠체어 평균 사용기간 : 5년
- 5년간 배터리 5회, 앞 뒷바퀴 5회, 컨트롤러 1회, 모터 1회
- 타이어 (326,570) + 배터리 (1,930,000) + 컨트롤러 (559,857) 

+ 모터 (398,300) = 3,214,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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