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하기

[ 거주환경 개선하기 ]

[ 원룸/기숙사 생활자 ]



공감하기

 해결하고 싶은 문제

열악한 주거환경(반지하, 좁은 원룸)에서의 불편한 점 개선

 타겟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

 우리가 생각한 문제

물리적 : 적은 일조량, 습도 조절 불가, 유해물질, 곰팡이, 나쁜 공기

심리적 : 외로움, 우울, 소외감, 공간 확보 불가능에 따른 서글픔



공감하기

 관찰하기

 인터뷰하기

 몰입하기

기숙사 거주 18세 고등학생

기숙사 거주 23세 대학생
기숙사 거주 38세 직장인



공감하기



공감하기



공감하기



공감하기



공감하기

공간 분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좁아서 수납이 힘들어요

방안에서 빨래 말릴 때 불편해요

불빛, 소음이 신경 쓰여요(2인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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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하기

[  좁은 방 안에서 빨래 건조의 불편함 ]



문제 정의하기

[  좁은 방 안에서 빨래 건조의 불편함 ]

빨래 건조대를 놓기에 협소하며 통풍이 잘 되지 않음



문제 정의하기

[  좁은 방 안에서 빨래 건조의 불편함 ]

1. 건조대 때문에 이동이 불편해요
2. 방안 공기가 습해져서 힘들어요



통찰력 서술문

방 안에서 빨래를 건조하는 원룸 생활자는

건조대로 빨래 건조 시, 동선확보와 습도유지가 어려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으로

생활공간을 보존하면서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



기존에 나와있는 건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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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나와있는 건조대



기존에 나와있는 건조대



Design 1

옷을 널고 개는데 편하고
바나나처럼 까지기 때문에 접어둘 수
있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옷걸이를 걸 수 없고
유연한 제품의 특성처럼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면
빨래를 고정시킬 수 없다.



Design 2

접이식 형태로 높이를 활용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층마다 다양한 빨래를 널 수 있고

고리가 달린 제품들도 걸 수 있다..



Design 2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토타입 검증

대상 : 2인실 기숙사 거주 20대 여성/1인실 원룸 거주 30대 남성

목적 : 프로토타입의 만족/불만족 요소 확인

방법 : 프로토타입에 대한 상세설명 후, 가상사용경험 의견청취



프로토타입 검증

Good

사용하지 않을 때 수납활용도가 좋다

메쉬판 부분에 양말 말리기 편하다

바퀴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B a d

여전히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디자인이 별로다

개발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대비

제작비가 많이 소요됨



프로토타입 검증

Good

사용하지 않을 때 수납활용도가 좋다

메쉬판 부분에 양말 말리기 편하다

바퀴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B a d

여전히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디자인이 별로다

개발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대비

제작비가 많이 소요됨

2차 프로토타입 제작…!



최종 프로토타입



최종 프로토타입



가치제안 캔버스

Product Customer

미사용시 추가기능

실내 인테리어 도움

Wants

Needs

높은 가격

Fears

Benefits

Features Experience

많은 의류 건조하기
높은 공간활용도

바퀴부착

당겨서 사용

매쉬판 걸이 가능

공간활동도 높음

많은 빨래 건조 가능

미사용시 접이 가능

실내 인테리어 향상
기능적

가격부담

다양한 활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