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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선정 

누구를 위한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1_늘어나는 노인인구 
그로 인한 고령화라는 이슈 

2_팀원들의 공통점 
조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같이 산 경험이 있어 공감형성. 

노인 

왜? 



(1)_1 공감하기 

문제 

기억력 관절 

이동 시력 
보행 보조기 이용시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관절을 반복해 움직이는 행위가  
어려울 것이다.. 

가스 불 끄는 것을 자주 깜빡 할 것이다. 

항상 보호,돋보기 안경을 소지해야한다. 

전화기,글씨를 잘 읽지 못한다,(작을 경우) 

전자 기기 사용법을 자주 잊어버린다. 

차량으로 이동시 보조기 휴대 어려울 것이다. 

물건을 놓은 곳을 까먹으신다. 

짐을 혼자 들기 어렵다. 

짐을 혼자 들기 어렵다. 

폼클랜징을 바디워시인줄알고 사용. 
(어려운 용어, 작은글씨 알수 없음) 

장을 본 후 혼자 들고 오기 어렵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뼈가 부러지면 쉽게 붙지 않는다. 이동 / 관절 

노인들은 

 

1_골절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느낄 것이다. 

2_장시간 움직임,반복행위가  

어려울 것이다. 

3_무거운 짐 운반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주제 선정 

팀 회의 

노인들은 무엇이 어렵고 불편할까? 



주제 선정 

생활에서 불편하고 힘든 것이 무엇인 가요? 

1차 조사_버그리스트 

구 OO (여) 
78세 

1.다리 수술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 

2.관절이 약해 오래 서있거나 돌아다니기 힘들다. 

3.장을 볼 때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다. 

4.바늘에 실을 넣을 때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 

5.물건을 보관해 둔 장소를 자주 까먹는다. 

6.잘 보이지 않아 설거지를 할 때 찌꺼기가 남을 때가 있다. 

7.통장에 돈이 있는데 혼자 뽑을 수 없다. (방법 모름) 

8.머리를 감을 때, 앞으로 숙이는 것이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 

9.빨래를 널 때 들어올리기 무겁고 허리가 아프다. 

10빨래를 옮길때 무겁다. 

문제점 

 

 
1_움직임에서의 부담 

 
2_가정내의 일 부담 

(집안 일) 
 

3.빨래 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 

 

(1)_2 공감하기 

특이사항 
왼쪽다리 수술경험 (골절) 
척주 협착증 치료/수술 경험 
백내장 수술경험 



이불 빨래를 널었을때는 널어줄 사람이 없
으면 세탁기 속에 방치된다. 

(1)_2 공감하기 

세탁물을 세탁기에 여러 번 다녀오기 힘들
다. (한번에 많이 가져오면 무겁다) 

집에 있는 빨래 대는 너무 높다.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안된다.  

세탁기에 세제 양 조절 하기 어렵다.  

2차 조사_공감지도 ① 

주제 선정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시 해야한다.  

이불을 널지 못해 다시 세탁 했다. 

빨래를 널다가 삐끗해서 물리치료했다. 

세제 대싞섬유유연제를 넣은 적이 있다. 

세탁기 속 먼지 제거할 수 없다.(방법)  

빨래통 깊숙 히에 있는 빨래 꺼내기 
어려워 집게로 집었다. 

사용법이 단숚해야 한다.  

너무 높은 곳은 좋지 않다.( 빨래 널기)  

빨래를 대싞 집어주었으면 좋겠다.  

빨래를 너는 과정 
불편함 

반복적인 허리굽힘 
허리통증 

무거운 빨랫감으로 인한 
허리통증 

주제:빨래 



(1)_2 공감하기 

빨래를 옮기는 과정 
불편함 

2차 조사_공감지도 ② 

주제 선정 

세탁을 여러 번 나눠서 해야 한다. 

손 빨래를 할 때  
비눗물에 넘어진 경험이 있다. 

빨래를 옮길때 빨래바구니에서 
물이 떨어져서 불편하다. 

빨래를 옮기다가  
넘어진 적이있다(빨래가 시야차단) 

빨래를 옮기다가 빨래를 흘려서  
세탁을 다시 해야 했다 

젖은 빨래를 옮기기에  
너무 무겁다. 

빨래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탁기가 빨래를 해줘서 옛날보다 편하다. 

빨래에 비눗물이 다 빠졌는지  
알수가 없다. 

빨래 옮기고 떨어진 물에  
미끌어질뻔했다.(손빨래 했을때) 

빨래 물이 바닦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낙상사고위험). 

힘을 많이 쓸수 없다(힘이 약하다). 

흐르는 물을 바닥에 떨어지지않게 
받아주어야 한다. 

이동중 빨래가 바닦에 떨어지면 
다시 줍어야 함으로 떨어지지않게 한다. 

물기 있는 바닥 
낙상사고 위험 

무거운 빨랫감으로 인한 
허리통증 

빨래 후 허리통증. 

주제:빨래 



관점 서술문 

노인들은 관절이 약하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거운빨래를 쉽게 옮기고, 널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관점 서술문 



1_빨래를 세탁기에서 
쉽게 옮기게 한다. 

 
2_옮겨진 빨래를 
허리를 굽히지 않고 

쉽게 널 수 있도록 한다.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아이디어 선정 

3_아이디어 선정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브레인스토밍 

3_아이디어 선정 

작동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은 위한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하면 빨래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을까? 

블라인드 커튼처럼 
들어올려요  

자동으로 버튼으로  
올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힘을 많이 쓰면 안될거 같아요 

어릴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중에 
뒤로 굴렸다가 놓으면 

톱니바퀴?때문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자석의 다른극을 활용해보아요 

N극과N극이 붙으면 떨어지니까요 

도르레의 원리를 사용해보아요 

미용실의자의 원리를 사용해요 

미용실 의자에 바구니가  
붙어있으면 편할 것같아요 

http://www.studentreporter.org/wp-content/uploads/2012/04/Creative-Circle-logo.jpg
http://www.studentreporter.org/wp-content/uploads/2012/04/Creative-Circle-logo.jpg
http://www.studentreporter.org/wp-content/uploads/2012/04/Creative-Circle-logo.jpg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아이디어 선정 

3_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회의 (1)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 

자석의 극을 활용한 방법 
(N극과 N극이 서로  

떨어지는 성질) 
을 이용한 방안으로 

자석을 넣어서 바구니를 올림 

BUT 

자석을 뺄때 급격히 
바구니가 떨어지는 문제점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아이디어 선정 

3_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회의(2)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 

미용실 의자의 움직임 
관찰,연구 

 
유압방식 

미용실의자의 손쉬운 
움직임 방법 사용 

결정 



필요 물품 정하기 
 
 

1.수레 
2.미용실 의자 

3.바구니 
4.바구니 고정용 철사 
5. 의자 고정용 절사 

6.겉면 마무리 아이소핑크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아이디어 선정 

3_아이디어 선정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3_아이디어 선정 

발로 밟아주면  
무거운 빨래바구니도 자동으로 올라감 

락엔락 뚜껑 원리 이용  
바구니 고정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3_아이디어 선정 

손쉬운 높이 조절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3_아이디어 선정 

최종 시안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프로토타입 
제작 

4_프로토타입 제작 

의자를 고정시키기 위해  
수레를 뚫어 의자 기둥과 연결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프로토타입 
제작 

4_프로토타입 제작 

바구니를 올려야 할 
평평한 면을 위해 

의자 부분과 기둥부분 분리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프로토타입 
제작 

4_프로토타입 제작 

첫번째 테스트 
수레와 의자와 바구니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 

의자 밭침에 밖으로  
튀어나옴 
 
수레와 의자를 고정해야 
할 문제점과 필요성 인식 
 
의자와 수레가 결합되면서 
수레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짐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할 문제점 찾음 

변수 확인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프로토타입 
제작 

4_프로토타입 제작 

기둥과 바닥면을 분리 
(수레에 의자기둥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 

2차 수정 추가 재료 :  6각렌치 / 드릴 (대여)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프로토타입 
제작 

4_프로토타입 제작 

최종 조립 

2차 수정 추가 재료 :  6각렌치 / 드릴 (대여)  



빨래 널기를 도와주는 

;도르레수레 
프로토타입 
제작 

4_프로토타입 제작 

최종 프로토 타입 

2차 수정 추가 재료 :  6각렌치 / 드릴 (대여)  



THANK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