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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관리하고 보조하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의 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전동휠체어 만족에 대한 설문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들을 전문가 의견과 간병인들의 의

견을 통해 안정성, 조작성, 만족도 항목의 사용성 공통 항목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간병인의 일반적 특성, 간병 경

력, 간병시간, 간병의 어려움과 전동휠체어 무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접이식 전동휠체어 개발에 대한 의견

도 조사하였다. 대상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보조하는 간병인 50명이었다. 연령대는 평균 54.54세
이었고, 간병 경험은 80.98개월이었고, 하루 간병 평균시간은 9.80시간이었다.  전동휠체어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안전성, 조작성, 항목에서는 대부분 만족하였으나, 무게와 세척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동휠체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게가 무겁고 조작하기 힘들고, 간병인들을 옮기기가 힘들다는 의

견이 가장 많았으며. 접이식 전동휠체어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병인들은 전동휠체어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 무게가 가볍고, 보관 및 세척이 편리한 전동휠체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를 관

리하고 보조하는 간병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접이식 전동휠체어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retakers’ demands and request in electric wheelchairs.
The survey included the usability questionnaire (safety, operability, satisfactions) which were selected by 

opinions of caretakers and specialist of rehabilitation for electric wheelchairs. The survey also included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such questions as to demographic information, care experience, care time, and care 
burden, and demand for folding electric wheelchairs.

Participants were fifty caretakers of electric wheelchair users. Caretakers’ average age was 54.54years, and the 
average duration of their care experience was 80.98 months with average care time 9.80 hours per day.  In safety 
and operability, most of participants were mostly satisfied. However, in satisfaction of weight and clean of electric 
wheelchairs was dissatisfied. They reported that the biggest problem of electric wheelchairs were too heav and 
difficult to control and that the greatest difficulty in helping electric wheelchair users was helping them with 
transfer to and from the wheelchair. They also need their prefer to develop folding electric wheelchairs. In this 
study, caretakers emphasized necessity of development light, easy to storage and clean electric wheelchairs.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develop folding electric wheelchairs to reflect  caretaker’s opinions.     

Keyword : electric wheelchair, usability, caregivers, folding wheelchai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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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30)(법률 제

13662호, 2015.12.29. 제정)은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

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

화 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산업

을 육성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관련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전동휠체

어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기기로써 삶

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며[6,12-13], 조

작이 간편하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장애인 뿐 만 아니라 고령

자를 중심으로 사용자층이 다양해지고 있다[15].

전동휠체어의 사용자 증가와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의 전

동휠체어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예로 전동휠

체어의 무거운 무게, 높은 가격, 사후관리 및 서비

스에 대한 불편함 등을 들 수 있다[5]. 구현모 등

(2005)에 의하면 휠체어 사용의 실태와 불편 요소

등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세변형, 신체손상, 불편

함과 휠체어 전문가의 서비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국내의 휠체어 기술은 소비자의 선호도 및 시장

규모의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

며 이동에 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을 접목한 개발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과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공적급여시장의 취약점을 파고든 무분별한 외

산제품의 허용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국가의 사

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9].

사용성 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효과

성, 효율성, 그리고 사용자가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11],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중 시제품 단

계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크다. 장애인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 평가는 제품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이를 제품

설계에 반영하여 실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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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

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사용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조기기 사용자 만족도 및 평가

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사용자 중 장애인 휠체어에

대한 사용성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1-2,17].

이처럼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들의 보조기기의 사

용성 평가가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지만 이를 도와주는 간병인, 보호자 등에 대한

보조기기, 의료기기 등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수행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간병인

이나 보호자의 전동휠체어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

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동휠체어의 조

작, 관리 및 수리 등 전반적인 관리는 주로 병원,

요양소, 재활기관, 가정에서 장애인을 보조하는 간

병인이나 보호자가 수행하고 있다. 간병인은 대부분

이 고령 여성이며 반복적인 동작, 불편한 생활, 직

무스테레스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발

생률이 높은 집단이다[18]. 간병인은 장애인의 보조

자로서 전동휠체어 관리 및 환자의 이동 등 역할이

다양하고 육체적 부담이 커서 이에 대한 부담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사용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전동휠

체어 장애인을 보조해주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 사용하고 있

는 전동휠체어의 사용만족에 대한 설문 및 문제점

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접이식 전동휠체어에 대

한 그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추후 전동휠체어 개발

에 반영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서울 재활센터에서 근무 및 보조하

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지적인 문제가 없는 자로

하였다. 간병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

별, 나이, 키, 몸무게, 간병경력, 하루 간병시간, 간병인

과 장애인의 관계, 간병하는데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2.2 전동휠체어 만족도 조사

전동휠체어의 사용만족에 대한 평가 항목은 사용성

평가 관련 전문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재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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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사, 공학자, 교수 등 15명과 실사용자의 간병인

18명을 통해 구성하였다. 평가항목은 간병인이 일상

생활에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동작위주로 선택

하였고, 사용성 평가 구성의 안전성 1개, 조작성 5

개, 만족도 6개 항목으로 총 12 항목을 선택하였다.

평가 척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짐을,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

었다(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아니

다, 1-매우 아니다). 전동휠체어 사용제품은 간병인

이 관리하는 장애인의 개인 전동휠체어 제품으로

조사하였다(Table 1). 간병인들은 12개의 사용성 항

목의 전동휠체어 사용만족도를 실시하였다(Table

2). 또한 인터뷰를 통해 전동휠체어 문제점과 접이

식 전동휠체어의 설문도 같이 조사하였다.

표 1. 전동휠체어 제조사별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 of electric wheelchair manufacture

제조사 수량

국내
거봉 5
케어라인 19
에이블이엔지 1

국외

오토복 5
인바케어 4
하트웨이 1
퍼모빌 1
야마하 1
KARMA 5

Zhongshan A&J 5
Wu’s Tech 3

계 50

표 2. 전동휠체어 만족도 조사
Table 2. Satisfaction of electric wheelchairs
영역 항목 세부문항

안정성 옮겨타기 옮겨타기 시 사용자나 수발자
가 다칠 위험이 있다

조작성 부속장치 발판, 팔걸이, 머리받침 등의
부속장치 조작이 어렵다

전환레버 전.수동변환레버를작동하기어렵다
수동모드조작 수동모드조작이어렵다(불편하다)
밧데리 위치 밧데리 충전 시 충전단자 위

치가 불편하다
밧데리 연결 밧데리 충전 시 충전단자 연

결이 어렵다
만족도 세척 세척과정이 불편하다

운반 무게로 인해 운반(옮겨놓을
때)이 어렵다.

보관 공간부족, 부피로 인해 보관
이 어렵다

제품설명서 제품 사용설명서가 어렵게 표
기되어 있다

밧데리
충전시간

밧데리 충전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밧데리
충전장소

밧데리 충전 시 장소에 대한
제약이 크다

2.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ver.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

병인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간병

인의 전동휠체어 사용만족에 대한 평가는 5점 리커

트 척도로 조사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전동휠

체어 문제점은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서술하여 중

복응답을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또한 접이식 전동휠

체어의 선호도 조사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4 결과

2.4.1 간병인의 일반적 특성

전동휠체어 사용만족도 대상자는 간병인 50명이었

다. 전동휠체어 문제점에 대한 응답자는 42명이었고,

접이식 전동휠체어 요구도 조사 응답자는 50명이었다.

간병인은 여성이 78%, 남성이 22%이었다. 평균

54.54±12.95세, 평균 키는 161.82±7.31cm, 평균 몸무

게는 60.04±8.08kg이었다. 평균 간병경력 기간은

80.98±83.78개월이었고, 하루 평균 간병시간은

9.80±6.63시간이었다. 간병인의 74%는 활동보조인이

었고, 간병하는데 어려운 점은 환자를 이동할 때라

고 대답하였다(Table 3).

표 3. 간병인의 일반적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N(%)

Age(year) 54.54 ±12.95
Height(cm) 161.82±7.31
Weight(kg) 60.04±8.08
Career of

caregivers (month)
80.98±73.78

Time of
caregivers(hours)

9.80±6.63

Gender Female 39(78.0)
Male 11(22.0)

caregivers Parents 6(12.0)
Wife or husband 7(14.0)
Activity helper 37(74.0)

Difficulty of
caregivers

Assistance of
activity of daily life

4(8)

Transfer 12(24.0)
Communication 5(10.0)
Alignment of
position

2(4)

No reply 27(54)

2.4.2 전동휠체어 만족도 결과

간병인의 전동휠체어 사용만족도 결과는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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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제시하였다. 간병인들은 전동휠체어 사용 만

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만족하다로 대답하였다 질문

에 “매우 불만”와 “불만”으로 대답한 경우 50%가

넘는 항목은 ‘전동휠체어 세척 불편함’과 ‘무게로 인

한 운반의 어려움’ 항목으로 12개의 문항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Fig. 1)(Fig. 2). 전동휠체

어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무겁다가 16.2%로 가장 많았고, 환자 옮기기

어려움은 13.2%이고, 부속장치 내구성의 약함은

13.2%를 차지했다(Table 4).

2.4.3 접이식 전동휠체어 선호도 조사

접이식 전동휠체어 선호도 조사 결과 접이식 전동

휠체어 필요성은 84%, 구매의향은 82%로 조사되었다.

사용용도는 수납 즉 차량에 싣는 목적이 64%이고, 중

요요소는 안정성 44%과 휴대성 42%으로 나타내었다.

접이식 전동휠체어의 선호모양은 분리 되는 타입이

44%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분리 갯수는 2개의

분리 타입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리무게는

5kg, 7kg(34%)를 가장 선호했다(Table 5)(Fig. 3).

그림 1. 전동휠체어 사용만족도 결과
Fig. 1. Percentage of answers given by electric wheelchair 

caregivers to item of satisfaction questionnaire

그림 2. 전동휠체어 사용성 평가
Fig. 2. Usability test of electric wheelchair

표 4. 전동휠체어의 문제점
Table 4. Problems of electric wheelchair

전동휠체어 문제점 명수 (%) (중복응답)
무겁다 11 (16.2)

너무 크다 8(11.8)

조작하기 어렵다 7(10.3)

세척이 어렵다 6(8.8)

충천 시간이 오래 걸린다 8(11.8)

서비스가 어렵다 5(7.4)

환자 옮기기가 어렵다 9(13.2)

부속장치 내구성이 약하다 9(13.2)

전동휠체어의 효율성이 낮다 5(7.4)

표 5. 접이식 전동휠체어 선호도 조사결과
Table 5. Needs of folding electric wheelchair caregivers

항목 Categories N(%)
접이식 전동휠체어

필요유무
필요함 42(84.0)

필요하지
않음

8(16.0)

접이식 전동휠체어
구매의향

구매함 41(82.0)

구매하지
않음

9(18.0)

접이식 전동휠체어
사용용도

보관 12(24.0)

수납(차량) 32(64.0)
여행(레저) 3(6.0)
실내 또는
건물 안

2(4.0)

무응답 1(2.0)
접이식 전동휠체어

중요요소
안정성 22(44.0)

휴대성 21(42.0)
성능 4(8.0)
조작성 1(2.0)
가격 1(2.0)
무응답 1(2.0)

접이식 전동휠체어
선호모양

세로 21(42.0)

가로 7(14.0)
분리 22(44.0)

접이식 전동휠체어
분리갯수

2개 30(60.0)

3개 17(34.0)
4개 3(6.0)

접이식 전동휠체어
분리무게

3kg 7(14.0)

5kg 17(34.0)
7kg 17(34.0)
10kg 7(14.0)
15kg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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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접이식 전동휠체어 선호 모양
Fig. 3. Types of folding electric wheelchairs

3. 결론

본 연구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전동휠체어의

탑승을 제외한 옮겨타기, 운반, 관리 등의 수행요소

는 장애인 혼자의 힘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간병

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에 대한

간병인 의견은 제품개발과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본 연구 결과 간병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체격은 비교적 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간병

인들에게 장애인들의 보조 및 이동과 함께 80Kg 이

상 나가는 전동휠체어를 관리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간병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사

용하는 장애인을 간병 및 보조하는데 있어 가장 어

려운 점으로 ‘환자이동’을 꼽은 것은 이러한 육체적

부담의 결과로 사료된다.

간병인은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이동시키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통증이 심하다

고 알려져 있다. Bardak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척수손상환자의 간병인들은 허리 통증이 일반인보

다 높다고 하였으며, 허리 통증은 환자의 기능적 수

준, 손상 정도, 손상의 수준, 손상기간에 따라 연관

되어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Lopez-Espuela (2015)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간병인들은 통증-불안감과

걱정-우울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삶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7]. 최율정

(2012)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의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은 70% 정도로 높은 유

병율을 나타냈으며 그 중 어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간병인의 간병활동에 의한 근골격

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이동이 쉬운 편리한 구조의 보

조기기와 의료기기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간병인의 전동휠체어 사용에 대한 만족도 결과

부속장치 조작, 밧데리 위치 및 연결 등에 대한 조

작성 만족도는 큰 것으로 보였다. 반면, 세척, 보관,

운반, 밧데리 효율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주관

적인 전동휠체어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 무겁고,

환자이동이 어렵고, 부피가 크다는 문제점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병인들이 휠체어 무게, 브레

이크, 핸들의 높이에 만족하지 못한 수동휠체어 만

족도 조사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8].

따라서 간병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전동휠체어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에서 제

시된 차량 탑재, 운반, 보관 및 관리 등이 고려된

접이식 전동휠체어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에

서는 사용자 편의성의 고려된 편리한 접이식 전동

휠체어들이 다수 개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소비자

의 선호도를 고려한 접이식 전동휠체어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미비하다. 추후 간병인들의 의견을 반영

한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사용성 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단일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사용자

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했으며 설문

지의 구성도 간병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전동휠체어

를 다루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실사용자를 대상으

로 만족도 조사 설문은 주로 QUEST를 사용한다.

QUEST는 보조기기의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지는 12개 항목과 5점 척도로 측정되고

있다. 이 중 8개 항목은 보조기기 장치에 관련된 만

족도(크기, 무게, 조절, 안전성, 내구성, 편리성, 편안

함, 효율성)이고, 4개의 항목은 서비스 부분이다

[4,10]. 본 연구의 사용성 항목과 공통 내용은 크기

(보관), 무게(운반), 조절(부속장치, 전환레버, 수동모

드 조작), 안전성(옮겨타기), 효율성(밧데리)이고, 서

비스 항목에서는 수리 및 보수(세척)등을 들 수 있

다. 항목의 차이는 실사용자들과 간병인들 사이에서

보는 관점과 사용성 위주의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간병인의 전동휠체어 사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의 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동

휠체어 전문가들과 간병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

하였고, 이후 사용성 평가 및 전동 휠체어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추후에 설문 문항들을 추가하여 타당도 높은 간병

인 만족도 사용성 평가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실사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간병인과 실사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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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대한 비교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병인의 전동휠체어 사

용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전동휠체어의 무게의 경량화, 부피의 축소, 운반 및

보관 편의성, 세척의 편의성을 개선점으로 꼽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접이식 전동휠체어 개발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안전하고 휴대가 편리한 접이식

전동휠체어의 개발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동휠체어에 대한 사용만족도 결과는 실사

용자 뿐만 아니라 간병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접이

식 전동휠체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간병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있

어 사용성 항목의 만족도 평가를 하였다는데 의의

를 갖는다. 추후 전동휠체어를 개발하는데 있어 간

병인의 의견과 간병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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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Brain-Machine Interface

유 성 문 (Sung Moon Yoo)

2016년 3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석사)

2006년 3월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졸업 (학사)

2009년 4월 – 현재 국립재활원 장
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사업
중앙보조기구센터 연구원

Interest: Assistive Technology, wheelchair
Design, Service Design

양 성 필 (Sung Pil Yang)

2002년 2월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졸업(학사)

2004년 10월 - 현재 국립재활원 뇌
신경재활과 물리치료사

Interest: Robot assosted therapy, gait
analysis

배 재 혁 (Jae Hyuk Bae)

2014년 2월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졸업 (석사)

2014년 5월 – 현재 국립재활원 재
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연구원

Interest: Driving Rehabilitation, Usability
Evaluation, Bio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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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람 (Han Ram Pak)

2012년 2월 가천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졸업(학사)

2015년 10월-현재 국립재활원 재활
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연
구원

Interest: Physical Therapy, Assistive
Technology, Usability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