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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variables and schematic diagram of  lift  

Fig. 2 Stable region at each design parameter   

1. 서론

다기능성 파워 리프트는 고령자의 수발과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이동권을 제공하고자 실내에서 이승(침대, 욕조 

등) 및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기능 장치로써 휠체어와 함께 

대표적인 재활보조 이동장치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사례 및 실태조사(1~3)를 통해 인력 리프팅(manual 
lifting) 및 피수발자 이동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보고에 의하면 

재활병원 종사자의 85.5%가 요통의 경험이 있으며, 그 원인으로 

인력 리프팅(manual lifting), 이동 부축(transferring), 체위변환

(repositioning) 등의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전일근로자 100명당 평균 유병률이 7.9로 전체 산업평균의 

3배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간호 및 요양종사자의 

60%가 요통으로 인해 휴직하였다. 결과적으로 요양종사자가 

인력으로 사람을 들어 올리는(lifting) 동작이 반복적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종사자의 요통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확실

한 고령자 케어가 불가능하게 하며 부상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숙련직원이 감소하여 케어의 질 저하를 불러오고 결국 요양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리프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선진국과는 대조적

으로 한국에서는 국내 공급기반이 전무하며 주로 유럽, 일본, 
대만 등의 제품 등을 전량 수입을 통해 의존하고 있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제품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리프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

으며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을 이용한 리프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

격계 질환의 예방 및 피수발자의 효과적인 케어가 가능한 다기능

성 파워 리프트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리프트 전도방지 및 허용하중의 지지를 위한 구조적 안정성

(stability) 확보, 사용자의 편의성(user's handling)과 수발자의 조작

성(carer's convenience)을 고려한 통합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를 수행하였으며, 선진국의 대표적 제품군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기능성 파워 리프트를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설계변수 결정 및 개념 설계

리프트 중 천정 주행식 리프트와 거치식 리프트, 바닥주행식 

리프트는 주로 포대기를 사용하여 기기에 걸어서(sling)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므로 고령자 또는 환자의 이동 중 흔들림, 충돌 

등에 대한 위협 요소가 있다. 특히 바닥주행식 리프트의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서 기기의 균형이 깨어져 환자가 다칠 위험이 

존재하며 고령자 또는 환자의 하중이 클수록 주행성이 나빠져 

수발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범위가 넓고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복합기능형 리프트 타입을 타겟으로 선정하였다. 리프트 설계에

서 승하강 및 이송 시 전도되지 않고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하며, 베드의 양 끝단에서 변형이 작고 축과의 연결부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해야한다. 또한 한국인 인체치수에 

맞도록 베드의 길이 및 폭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리프트 

바닥 프레임의 사이즈( ) 및 베드와의 높이(), 베드의 너비

(), 리프트에 작용하는 외력() 등을 설계변수로 설정하였으

며, 베드 길이는 60세 이상 한국인의 신장에 대한 여유률 5%를 

반영하여 180cm 로 결정하여 개념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1)

3. 안정성 설계 및 FE 해석

도출된 설계 변수를 반영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와 외력

(), 허용 하중(), 바닥 사이즈와 하중선의 차이(   )를 

고려하여 모멘트 계산( )에 따른 전도 방지 안정 영역을 계산하
고 그 영역(stability region)을 바닥 사이즈의 변화(Case 1)와 높이의 

변화(Case 2), 외력의 변화(Case 3)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때 1차적으로 리프트 구조물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강체(rigid body)로 가정하였으며 

허용하중의 용량은 일반적인 성인 무게인 75kg의 충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200kg으로, 바닥 프레임 및 축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가정하였다. (Fig.2)

안정성을 고려하여 실험용 프로토 타입의 리프트 구조에 대해 

3차원 모델로 구현하였다. (Fig. 3) 각 프레임의 사이즈는 전도에 

안정이 되도록 계산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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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ation of  bed frame 

Fig. 3 Developed 3D model of multi-functional lift

Fig. 5 Plan of total usability test

구현된 3차원 모델을 유한요소모델로 개발하고 유한요소 해석 

범용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 12.0 (ANSYS, Inc.)을 사용하

여 계산하였다. 해석조건은 바닥 프레임의 캐스터 연결부를 완전 

고정하였고 베드 프레임에 설계 목표인 200kg (약 2000N)을 부과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 타입(prototype)의 구조

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대표적인 3개의 제품(A, B, 
C)을 유한요소 모델로 구현하고 동일한 해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Fig. 4)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 타입이 대표적인 

3개사의 제품에 비해 응력 집중현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

(40% 감소)되었으며, 많은 변형이 발생하는 베드의 끝단에서는 

50% 이상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바닥 프레임과 베드 

연결부에서의 최대 응력의 발생이 27~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구조적 안정성에서 다른 3개사의 제품

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베드의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의 수발 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락감의 부여가 가능하였다.

4. 사용자 및 수발자 편의성 비교 검증

리프트의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수발자의 조작성과 함께 사용

자의 편의성도 평가할 수 있는 통합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방법을 구축하였다. (Fig. 5) 수발자의 조작성은 운동성(motion) 
및 근전도(EMG), 손·발의 압력 등을 측정하였고, 사용자의 편의

성은 베드의 체압분포 및 중심의 이동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험용 프로토 타입과 기존의 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손목 및 어깨의 각변화량(angular motion)의 경우 실험용 프로

토 타입이 직선 및 회전 주행에서 ±20°의 범위에서 측정되었으며 

다른 제품에 비해 50% 이상의 감소를 보여 상대적으로 안정적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단차 및 경사 주행에서는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는 않았다. 근전도 RMS 분석의 경우 4개의 근육(세갈레근, 
두갈레근, 손목 신전·굴곡근) 중 손목 굴곡근(wrist flexor group)에
서 모든 주행 시 다른 제품에 비해 20~50%까지 감소를 보였으나 

다른 근육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손·발의 압력분포에서

는 다른 제품과 거의 유사한 분포(Hand's max pressure=12N/cm2, 
Foot's max pressure=30N/cm2)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수발자의 

조작성은 프로토 타입이 기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편의성 검증을 위한 체압분포 분석에서는 다른 제품

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검자 

1명에 대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5.  토의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리프트 프로토 타입

을 개발하였으며 다른 제품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수발자의 조작성은 직선 및 회전 주행에서 상대적

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단차 및 경사 주행과 사용자의 편의성 

부분에서 다른 제품과 유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험 데이터

를 바탕으로 설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다기능성 

파워 리프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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