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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이어트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이에 맞추

어 워킹화에 대한 기업체들의 홍보로 다양한 기능

성 신발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능성 

신발에 대한 욕구성향이 고급화, 명품화되는 경향

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 및 판매자의 

기능성 신발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근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특정된 기능의 부품 및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화가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발생된 소비

자 불만에 대한 소비자 과실과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한 2차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

자 단체의 표준화된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품질의 

적정기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다. 그러나 다양한 신발의 기능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신발에 

대한 주요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한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 

기능화에 대한 기능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발의 주요기능 중 보행시 내외

측으로 치우치는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실험방

법과, 피험자간에 나타나는 고유한 보행특성 차이

를 고려한 기능성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피험자들 간에는 고유한 보행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보행자들 마다 착용한 신발의 타입에 

따라 각기 다른 보행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피험자들에 대한 개인특성을 파악하였다. 이것

은 두사람의 피험자들 데이터를 한번에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시 나타나는 기능상의 유의한 차이가 

사람의 보행차이에 따른 유의성인지, 비교하고자 

하는 두개의 신발의 기능성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고유한 보행패턴을 가진 각 피험자별로 

30회의 반복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데이터

(Fx 최대값)들을 크기순으로 배열하여 상하위 30% 

수준에 있는 값들을 제외함으로써 사람으로 인한 

데이터 불안정성을 최대한 낮추어 보고자 하는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외에 판매되고 있는 기능

성 신발들의 대외 홍보활동에 대한 주요 근거제시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Fig 1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신발의 사례

를 나타낸 것이다. 보행시 발바닥면에 작용하는 

충격을 감소시켜주는 기능, 발이 착지시 내외측으

로 치우치는 정도를 줄여주어 발이 바닥에 안정적

으로 놓일 수 있도록 도와지는 기능 등 보행의 

편의성을 개선시킨 기능화들이다. 

  

 

 

 

 

 

 

 

 
Fig. 1 Examples of functional shoes

2. 실험대상 및 방법

실험대상자는 20대의 부산에 거주하는 정상보

행의 남녀 30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신발은 남자의 표준사이즈265mm를 기준으로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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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Number 

of 
subjects

Age Height Body 
mass

Male 16 26.0 173.4   ±5.5 68.1±9.3

Female 14 25.1 159.3±6.1 52.1±8.2

265, 270mm사이즈로 결정하였으며, 여자는 표준

사이즈 235mm를 기준으로 230, 235, 240mm 사이즈

로 결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시험용 신발을 사전에 

착화하고 30분 동안 피험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보행을 행한 후 각 착용신발에 대한 보행시험을 

실시하였다. 

보행시 발의 내외측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지면반발력(Ground 

Reaction Force)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착지 후 

발이 내측이나 외측방향으로 벌어지는 각도의 변

화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착지 후 전족부가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놓이는 정도를 각도로 측정

할 수 있는 동작분석(Motion Analysis)시험을 실

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ed subjects

 
피험자들의 보행상태가 안정화가 이루어진 상

태의 데이터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획득방법을 이용하였다, 1인당 30회의 반

복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실험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상하30% 수준의 데이터는 불안정 

상태로 판단하고 분석데이터에는 제외하였다. 

Fig.2  The procedure of functional evaluation

지면반발력 실험에서는 30명의 피시험자들 중, 

24명의 경우에서 기능성 부품이 장착된 모델이 

외측으로 치우치는 힘이 적게 나타났으며, 외측으

로 치우치는 힘을 줄여주는 효과에 대해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1).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피험자의 보행상 특성

으로 인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

다.  피험자들에 대한 실험값들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데이터의 최대, 최소

값이 일정된 값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안정된 

상태에서의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여 재실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동작분석시험은 14명의 여성 피험자들에 대해

서만 실시하였으며, 14명의 피험자들 중 9명에서 

기능성 부품 적용모델이 착지 시 발길이 방향의 

축과 진행방향의 축간에 편차를 적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이 놓여지는 각도가 

진행방향에 맞추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두 모델간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비적용 모델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

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발의 주요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기능성 

부품의 적용 여부가 실제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 이유로, 착화자의 심리상태 및 보행습관에 

따라 반복 실험에 대한 결과에 다소 편차가 발생하

였다.  이에 대해 최대한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별 보행특성을 

조사하고 실험결과에 대해 안정적인 데이터 기준

을 결정하여 해당 데이터 범위의 값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방식과 개인별 유효성을 파악하는 방식

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Amanda J. Taylor, “The influence of walking speed 
on plantar pressure measurements using the 
two-step gait initiation protocol”, The foot Vol.14 
49-55, 2004.

2.  Murray MP, “Walking pattern of normal men”, Bone 
Joint Surg pp.335-360, 1964.

3.  Born, M. and Wolf, E., “Principles of Optics 7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17 - 
521,1990.

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