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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의 효율적 이송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efficient method of  transferring a patient using a wheel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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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휠체어란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은 상태에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게 바퀴를 단 의자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1) 
휠체어의 경우 시트의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한 

고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인과의 눈높이 생활

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휠체어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휠체

어를 사용하는 환자 대부분은 혼자 힘으로 침대나 

소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2)하지만 휠체어의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는 휠체어의 

전방을 통하여 이동해야 하는데, 하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휠체어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팔 힘만으로 침대에 오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3~4) 현재까지 한 위치에서 다른 위

치로 대상을 이동하는 다양한 제품이 설계되어 

왔지만 침대 또는 다른 지지 면으로부터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움직임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환자를 이송시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장신, 과체 중 등 환자의 

신체조건 역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성과 가격이 저렴하면

서 경제성을 겸비한 보급형 휠체어 설계에 중점을 

맞추고 높이 조절 기능이 추가된 휠체어를 설계하

고자 한다. 또한 환자를 휠체어에서 다른 곳으로 

혹은 다른 곳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간병인과 환자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

레스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보급형 휠체어를 설계하고자 한다.

2. 시스템 구성 및 설계 조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

제 중 하나가 옮겨 앉거나 이동 시에 발생되는 

상황이다. 기존 휠체어는 등받이와 팔 받침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전방을 통해서만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휠체어에서 내렸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팔 힘이 필요하

며 특히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휠체어 

시트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의 

눈높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휠체어로

부터 침대나 쇼파 등 다른 가구로의 이동이 불편하

다. 환자 이동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는 매우 많은 

신체 접촉이 일어난다. 환자를 받쳐줘야 하는 보호

자가 환자보다 체구가 작을 경우 보호자에게도 

많은 무리가 갈 수 있으며 환자에게는 이러한 신체 

접촉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보호자

와 환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불쾌감을 가질 우려가 

있다.

 3. 개념 설계

Fig.1 Slide Device

52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Fig.2 Angle Adjuster

일반적으로 환자가 사용을 하는 휠체어는 구조

적으로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슬라

이드탑재가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g. 1는 휠체어 좌판을 위, 
아래로 나누어서 밑 부분의 양 옆에 슬라이드를 

설치하였다. 슬라이드는 2-Member Slide로 한 방향

인 2단구조이며, 현재 사용되는 Slide구조 중에 가

장 기본적인 구조이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다른 형태의 슬라이드보다 구조적으로 단순하지

만,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트 중간에는 축 

봉을 세워 시트의 흔들림을 방지하며, 슬라이드가

의 휨을 최소화 하였다. Fig. 2은 휠체어 좌판 앞부분

과 뒷부분에 연결된 등받이 다리 받침대에 각도 

조절 장치를 추가하였다. 각도 조절 장치는 XY평

면으로 90도에서 최대 18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환자의 무게 중심은 의자 시트에 있기에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를 지지하는 각도 조절장치에는 다른 

기능을 첨가하지 않았다. 환자의 무게는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가 90도로 접혀있을 때 환자가 앉아있

으므로 중심에 집중되며, 등받이 및 다리 받침대를 

180도로 수평으로 놓았을 때 환자가 누워있으므로 

무게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Fig.3 Height Adjuster

휠체어에 소량의 외압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

한 장치인 유압장치를  설계하였다. 유압장치의 

상하를 조절 할 수 있게 발판 레버를 설치하여 

레버를 –Z방향으로 누르면 유압장치는 +Z방향으

로 올라 휠체어에서 환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Z방향으로 길게 눌러 유압장치가 –Z방
향으로 내려오면 휠체어에 환자가 탑승 및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 용이하다. Fig. 3 에서 가구 

어디든 올릴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환자의 구조

에 맞추어 줄 수 있다.  유압장치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고정 축을 결속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의 효율

적 이송방법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동시 

발생가의 자동 휠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을 수동화 하였다. 향후 프레임과 분리되어 있는 

유압장치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서 불편함을 최소

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상하여, 구조에 결합하여 휠

체어의 무게를 최소화시키며 구조적으로 안정성

을 유지하도록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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