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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증지체장애인은 지

체장애인의 81.2%에 해당합니다(Kim, et al., 2017). 그러나, 장애유형 중 다수에 해당

하는 경증지체장애인은 중증지체장애인과 달리 혜택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제

품과 모빌리티의 경우에도 대부분 중증지체장애인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경증지체장애

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위치하여 비장애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자세와 이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타겟으로 집중되지 않았던 그들

을 위해 모빌리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의 범위를 넓히고 있

습니다. 

경증지체장애인의 자유롭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들을 위한 새로운 유

형의 휠체어를 제안합니다. 경증지체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기사, 설문조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탐색하고, 사용자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이해조사를 통해 경

증지체장애인의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같은 정신적 불편함을 발견했

습니다. 

이 리서치를 바탕으로 페르소나와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분석합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

해 도출된 키워드는 컨셉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없애기 위한 아이디어로 마이크로 모빌리티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기존 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장치와는 다른 범위의 모빌리티로, 능동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고 능동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위해 Id

eation & 3D Modeling 과정을 거치며 디자인을 발전시켰습니다. 실제 크기의 목업을 

제작하여 기능을 일부 구현하였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사이즈나 조작법 등 디자인을 구

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Among all types of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ie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and mild 

disabilities account for 81.2% of those with disabilities (Kim, et al., 2017). However, people with mild 

physical disabilities, which are many of the types of disabilities, are in the blind spot of benefits and 

support, unlike those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In the case of products and mobility, attention 

is mostly focused on people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may be 

judged to be similar to those without disabilities because they are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posture and movement. So, it presents 

a new direction of mobility for those who were not focused on the target, and expands the scope of 

design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solve the free and comfortable movement of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this study 

proposes a new type of wheelchair for them. To understand users, I explored articles, surveys, social 

media platforms, and conducted user interviews. Through the user understanding survey, I found not 

only the physical discomfort of people with mild physical disabilities but also the mental discomfort 

such as social gaze. 

Create and analyze persona and scenarios based on user understanding research. Keywords 

derived through scenario analysis are used to present concept ideas. As an idea to remove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it was inspired by a range of mobility different 

from mobility assistive devices, such as micro-mobility. For a light, active and modern image, the 

design was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of Ideation & 3D Modeling. A mock-up of actual size was 

made to implement some functions, and the design was improved through user eval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