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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배 영 윤 

 

 본 연구에서는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평가

하였다. 발목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보행에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하였고, 착용자의 발목 관절 압박 여부를 통해 보행 시 발목 

움직임의 변화와 착용자 관점의 주관적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은 ‘ 최소 요건 제품 ’ (MVP, Minimum 

Viable Product) 개념을 근본 원칙으로 Labat & Sokolowski(Labat & 

Sokolowski, 1999)가 제안한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A three-

stage design process)를 토대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최소 요건인 ‘수동 압박 구현’ 방식을 적용한 프로토타

입 개발, 사용자 검증을 거쳐 프로토타입 고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발목을 압박하거나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발목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방

법에 관한 문헌 조사를 실시,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발목 관절 

압박 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정립하

였다. 실물 제작이 가능한 여러 설계 대안을 창안하고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 최종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평가하기 위해 20~30대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

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등 총 3가지 신발 착용 조건 하에서 보행 실

험을 실시하고, 사용성 설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보행 실험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양쪽 발등과 정강이 중앙에 관성센서를 부착, 보행하는 동안 

센서 부착 위치의 각도 데이터를 획득하여 발목 관절 움직임을 도출하였

다. 이후 전문가 대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반영한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신발 프로토타입 설계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 ROM 평균은 일반 신발, 프로

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 순으로 작았다. 이를 통해 프로

토타입의 압박 기능 구현 방식과 전반적인 디자인이 발목의 움직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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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압박으로 인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토타

입 착용 조건 내에서는 압박 고저로 인한 발목 관절 각도가 수치 상으로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 각도의 변동성은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고압박, 프로토타입 저압박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일반 신

발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 발목 관절 각도의 변동성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보다 고압박 조건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 

착용자가 이를 제어하려는 욕구가 커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 보행 주기에 따른 능동 가변 압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용성 설문 평가 결과 디자인 측면에서 대부분 3.5점 이상의 평

가를 얻으며 발목 압박 기능이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보행에 도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중 8명이 압박 기능 장치가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

답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는 3.7점이었다. 보행 실험

을 통항 정량적 평가에서는 프로토타입 조건 간 압박 고저에 따른 통계

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사용자 주관적 관점에서 발목 압박 기능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높은 압박력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세부 보행 주기 

및 피로도에 따른 가변적 압박 기능 적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문가 평가 결과 디자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4.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압박 장치 관련 부분에서 대부분 3.5점 이상, 와

이어 경로 및 고정점 위치 등 와이어의 구현 방식에 관한 평가는 4.0점 

이상을 얻으며 압박 기능 장치가 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

었다.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프로토타입의 종합 점수가 10점 만점

에 8.2점으로 평가 받았다. 향후 프로토타입 고도화 시에 수동형 압박 

기능을 능동형 압박으로 전환할 경우 보행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문항에 10점 만점에 7.8점을 얻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의 평가 결과를 통해 프로토타입 착용으로 인해 발목 관절의 

ROM을 제한하고 발목 관절 각도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발목 압박 기능 장치가 발목 관절의 움

직임을 제안해줌으로써 보행 시 발목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기능성 신발, 발목 관절 압박, 보행 분석, 스마트 슈즈, 사용성 

평가 

학  번: 201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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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건강 증진과 운동 참여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특

히 일상이 바빠질수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인 걷기와 달리기 등에 참여율이 주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은 66.6%로 2018년(62.2%) 대비 

4.4%포인트 상승했으며, 연도별 주 1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10대 및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참여율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1년간 한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체육활동으로는 ‘걷기’가 

56.7%로 가장 높았으며 ‘등산(32.4%)’, ‘체조(16.0%)’ 등이 뒤따랐다. 

성별로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에 대해서 남성(32.1%)과 여성

(51.8%) 모두 ‘걷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의 고령

자는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있을 때 참여를 희망하는 운동종목으로 ‘걷

기’가 1순위로 뽑혔다. 

 걷기나 달리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관절에 문제 

있는 환자나 노인들에게는 가벼운 걷기도 신체에 부담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지, 특히 발과 발목을 보조하는 다양한 기기

와 기능성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발목 보조 기구 및 보호대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기능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

에서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기능적 측면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착용 초기에는 압박 기능에 따른 신

체적 기능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장시간 보행과 활동에는 불편함을 야

기하고 근육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Appell, 1990; Geboers, 

Tuijl, Seelen, & Drost, 2000).  

 디자인 측면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상당수의 발목 보조 기구와 보호대

가 단단하거나 부피가 커서 착용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발

과 발목의 운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정된 형태로 압박이 지속되는 

구조는 일상 생활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가볍고 유연한 형태의 발목 보조기구 및 보호대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발목 압박 기능을 적

용한 보조기구 및 기능성 신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Stirling et al., 

2011; 박용래 & 김태경, 2017). 

 이제까지 의류학 분야에서 신발 설계 및 신발 생산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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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다. 신발 개발 연구는 의학과 공학 기반 연구가 대부분이고, 

의류학 연구 측면에서의 신발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의류학 

내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신발 관련 연구는 주로 

마케팅과 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 주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재영, 2019). 

 인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의류학 연구 분야에서는 

상지와 하지에 대한 연구와 여기에 착용하는 상·하의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많지만 발을 위한 제품은 공학, 체육학, 의학 분야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발 형태와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발 제품화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 웨어러블 기술 접목한 보조기구 개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Franettovich, Murley, David, & Bird, 2012; Kobayashi, 

Orendurff, Singer, Gao, & Foreman, 2017; Pott et al., 2017), 이 

역시 착용자 측면을 간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웨어러블 기술 적용한 

착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성능 향상에만 중심을 둔 기술 

제안 초기 단계에 멈추는 경우가 많으며, 인체와 착용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류학 분야에서 융합 연구를 통해(김혜숙, 구다솜, 

남윤자, 조규진, & 김선영, 2019) 발의 형태와 움직임, 착용성 등 

사용자 관점을 고려한 신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 시 착용자의 발목을 적절히 압박하고 

지지함으로써 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목 관절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착용감과 사용성 향상에 주력하였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새로운 압박 기능의 구현 방식과 형태를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목 압박 기능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는 디자인 대안을 창안하고 

단계별 목업 제작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최종 

디자인을 결정한다. 최종 디자인을 바탕으로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작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행 실험과 사용 

설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의 개선 및 보완점을 반영하여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신발 

프로토타입의 설계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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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보행 시 착용자의 발목을 지지하고 보행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목 관절 압박 기능의 구현 

방식과 형태를 모색하고, 발목 관절 압박 기능이 적용된 신발 

프로토타입을 설계, 제작,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목 관절을 보호하거나 지지, 압박하는 등의 발목 보조 

방법을 고찰하고 기능성 풋웨어 및 스마트 신발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동향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할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발목 압박 

기능 구현 방법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정립한다. 

 

둘째, 디자인 및 설계 대안들을 창안하고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 목업(Mock up) 제작을 통해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확인한다. 

 

셋째, 최종 단계 목업의 디자인 및 설계안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작한다. 

 

넷째, 사용자가 프로토타입을 착용함에 따른 기능성 및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대상 보행 실험과 사용 설문 평가를 

진행하고 전문가 대상 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반영한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신발 프로토타입의 설계 방향성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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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몇 가지 주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프로토타입(Prototype): 본격적으로 상품화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개발 중인 기기나 시스템 등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핵심 기능만을 적용하여 

구현하는 모델을 일컫는다. 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착용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동작과 가벼운 보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발 형태에 

발목 관절 압박 기능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 

제작한 시제품을 의미한다. 

 

2) 목업(Mock up): 설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만드는 시작품으로, 양산성을 염두에 두고 제조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제품에 가깝게 제작하는 시제품(Prototype)과 

구분된다.②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프로토타입 제작에 앞서 핵심 기능 

구현과 디자인 콘셉트 확정 과정에서 제작하는 단계별 시작품을 

의미한다. 

 

3) 풋웨어(Footwear): 신발과 양말을 비롯하여 발을 감싸는 피복류를 

지칭하는데, 지면의 질감과 온도 등 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③  본 연구에서는 신발, 양말, 

스타킹을 비롯해 발목 보호대와 보조기 등 발의 외부를 감싸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4) 설계(設計):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 요구 기능과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작업(김종원, 2008)을  의미한다. 

영어로 ‘design’(디자인)으로 표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개념을 

                                            
①「프로토타입」,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9517&cid=40942&categor

yId=32351> (접속일: 2020. 07. 09) 
② ㈜타오스, 시작품과 시제품의 차이, http://taos.kr/sub_02_04_01/13234 
③ Wikipedia, s.v.“Footwear,” last edited June 12, 2020, 

https://en.wikipedia.org/wiki/Foot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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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여 압박 기능 장치의 구현과 적용, 주요 기능 장치들의 구조를 

구성하는 등과 같은 심미적 의미가 배제된 기구학적 기능에 집중한 

작업을 언급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5) 디자인(design): 영어 ‘design’은 한국어 번역시 통상 ‘설계’로 

번역되는데,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디자인’은 ‘설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기능적 측면에 집중하는 ‘설계’ 

작업을 포함하는 상위 단계의 작업으로서, 심미적 측면은 물론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최종 프로토타입의 핵심 가치와 전반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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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발과 발목의 구조 및 기능 
 

 발은 신체의 작은 부분에 속하지만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하루 온 종일 신체의 하중을 감내한다. 일상 속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 전환 요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발명가이자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에 대해 “공학의 결정체이자 예술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Lawlor, 2002). 

 

1. 발과 발목의 해부학적 구조 

 

 인간의 발은 목말뼈를 포함해 26개의 뼈와 19개의 근육, 106개의 인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Brigaud, 2017; Lawlor, 2002). 총 신체를 이루는 

뼈의 4분의 1이 발에 있으며 발에 있는 뼈와 관절들은 함께 

작용함으로써 우리 몸을 세우고 지형에 적응하게 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지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Hall, 2010). 체중을 

지지하는 동안 하중이 발 위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로 

되어 있다. 

 발은 크게 전족(forefoot), 중족(midfoot), 후족(rearfoot)으로 

구분되는데, 후족에는 발에서 가장 큰 뼈인 목말뼈(거골, talus)와 

종공(calcaneus)로 이뤄져 있고, 이 부분이 보행 시 제일 먼저 지면에 

닿는 부분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족은 주상골, 입방골, 

내측, 중간, 외측 설상골의 5개뼈로 구성돼 있고, 이들 사이에 비세한 

운동이 일어나며 체중을 지지하는 강한 힘을 지닌 인대들이 주로 여기에 

모여 있다. 전족에는 5개의 중족골과 14개의 지골(발가락뼈)로 이뤄져 

있으며, 이 부분은 보행 시 몸을 앞으로 추진케 한다(김혜림, 2013).   

 발목에는 먼쪽정강종아리관절, 정강목말관절, 종아리목말관절이 있으며, 

먼쪽정강종아리관절은 뼈와 섬유성조직이 묶여 있는 인대결합관절이다. 

이 관절은 앞뒤 정강종아리인대와 종아리뼈 사이 정강종아리인대로 

지지된다(Ha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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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과 발목의 운동 기능 

 

 발은 발목 주위만 관절로 연결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 2-1>과 같이 전족부, 후족부, 목말뼈의 3부위에서 각각 별도의 

움직임이 일어난다(Brigaud, 2017). 발은 분절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등 세 면에서의 움직임 조합으로 

이뤄진다(Whittle, Levine, & Richards, 2012). 발의 운동기능에는 

발가락의 굽힘과 폄, 안쪽 뒤집기와 가쪽 뒤집기, 엎침과 뒤침 등이 

대표적이다(Hall, 2010). 

 

 
<그림 2-1> 3개 부위로 나뉘어진 발의 구조(Brigaud, 2017) 

  

 발목의 회전축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있는데, 관절의 회전이 일어날 

때는 방향이 다소 바뀌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관상면으로, 발목에서의 

움직임은 걷기에서 입각기 동안에는 경첩관절 기능으로써 시상면 상에서 

일차적으로 일어난다(Leardini, O'connor, Catani, & Giannini, 1999). 

발목관절은 발의 굽힘과 폄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굽힘은 

발바닥굽힘(plantar flexion)으로, 폄은 발등굽힘(dorsiflexion)의 

용어로 사용된다((Brigaud, 2017; Ha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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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의 3면에서의 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시상면에서(sagital 

plane)에서는 발등굽힘(dorsiflexion)과 발바닥굽힘(plantar flexion)이 

일어나고, 관상면(frontal plane)에서는 외반(eversion)과 

내반(inversion)의 운동을 한다. 수평면(horizontal plane) 기준으로는 

외회전(external rotation)과 내회전(internal rotation)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림 2-2> 인체를 구분하는 세 개 기준면 

 

 

 

 

 

 

 

 

 

 

 

 

 

<그림 2-3> 발목의 움직임 

(Alcocer, Vela, Blanco, Gonzalez, & Oliv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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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박을 통한 발목 움직임 제한 

  

 안정적으로 발목 관절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테이핑 요법과 

발목 보호대와 보조기 착용이 있다. 발목 관절을 압박하거나 고정하는 

방식으로 관절가동범위(ROM, Range of Motion)를 제한하거나 연부 

조직의 정확한 위치를 교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상해를 예방하고 재활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관절가동범위는 관절이 움직이는 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부학적 자세로부터 특별한 방향의 제한시점까지 일어나는 

분절의 움직임이다(Hall, 2010).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나 붕대 등을 

신체 일부를 감아서 관절과 근육 등을 보강 및 지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의 선수가 

기능회복훈련을 시작할 때 부상 악화 및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강인혁, 2001).  

 테이핑 요법을 이용해 발목의 관절가동범위를 제한하는 연구가 

오랫동안 수행되어 왔다. EMG를 이용하여 일반적 스트레스에 의한 

테이핑을 시행한 경우 발목 관절의 안정성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Karlsson & Andreasson, 1992)가 있었으며, 남자 

농구선수들에게 비탄력 발목 테이핑을 처치하여 경기 중 관절가동범위, 

고유수용성 감각, 기능적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원경혜 

& 이만균, 2012)에서는 테이핑이 기능적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농구선수의 관절가동범위, 고유수용성 감각, 그리고 기능적 수행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편평족을 대상으로 발 보조기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박광용 & 박승환, 2010)에서는 보조기 착용 전후 보행 

분석을 통해 시상면의 좌우 발목 각도가 정상인에 가깝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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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능성 신발의 특성 및 발전 

 

 본 연구에서는 신발을 비롯한 양말, 스타킹, 보호대, 보조기구 등 발을 

감싸는 다양한 피복류를 풋웨어(Footwear)로 지칭하였다. 기능성 신발

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분야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박이나 

지지 등을 비롯하여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제작된 풋웨어 전반에 걸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1. 신발의 역할과 기능성 신발 

 

 신발은 지면의 충격 흡수, 발 보호 역할을 한다. 부상 방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간이 보행할 때 발을 지지하면서 보행 효율을 

증진시켜주기도 한다(DeLisa & Gans, 1993). 신발의 구조는 크게 

상부(갑피, upper)와 저부(botto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부는 발등을 

덮어 감싸는 부분으로 발등 보호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주목도가 높아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기에 좋다. 저부는 보통 안창(insole), 

중창(midsole), 겉창(outsole)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의 안정성 

유지와 충격 흡수 등의 역할을 한다(김혜림, 2013). 

 기능성 신발은 주로 오랫동안 걷거나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쾌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김명웅, 김동엽, & 박해수, 2005). 

기능성 신발은 인체에 미치는 부하를 감소하기 위한 부상방지측면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인체에 미치는 부하의 크기는 운동 형태, 속도, 

자세, 반복 수, 지면 상태, 신발,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다른 요인들을 바꾸기 어려운 데 반해 신발은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고, 신발 교체만으로도 인체에 미치는 부하의 크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이동렬, 2006). 

 

2. 발목 보조 기능성 신발 및 보조 기구의 발달 

 

 발 보조기는 신발 안에 모형이나 틀을 넣어서 발의 위치를 잡아주거나 

발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발 보조기는 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Whittle et al., 2012). 

 기능의 개선을 위한 발 보조기는 사람의 발에 힘을 적용하기 위해 

디자인된 주문 생산품과 주문 맞춤, 혹은 수정된 조립 장치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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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발 보조기는 기능을 기준으로 크게 ‘편의성 보조기’와 

‘생체역학적 기능성 보조기’로 구분할 수 있다. 편의성 보조기는 발의 

일부 영역이나 구조적으로 보호하거나 압박 경감을 위해 디자인된다. 

‘생체역학적 기능성 보조기’는 목말밑관절, 후족부와 전족부를 

조절하고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며, 걷기와 달리기와 같은 활동 

시 발의 생체역학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한다(May, 2012). 

 발 보조기는 족부의 정렬, 지지, 족부기형의 예방 및 교정, 그리고 

족부의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국내의 경우 급속한 노령화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재활과 복지의 시대가 도래함에 비추어 보조기의 기능 

분석과 평가는 보조기의 수요에 맞물려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박광용 & 박승환, 2010). 

 발목 보호대는 보조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단단하게 고정되는 

형태의 보조기와 달리 부드럽고 탄력성이 우수한 섬유를 사용하여 쉽게 

착용 가능하고 보행 등 일상 움직임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테이핑 요법과 비슷하지만 테이핑 요법에 비해 피부 

자극 등의 합병증이 적을 수 있으나, 상해 후 보호대 착용 만으로는 

직장 또는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가 늦으며, 지지대가 있는 

보조기(semirigid or lace-up brace)에 비해 불안정증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아 상해 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는 지지대가 있는 보조기 사용을 

권장된다(Kerkhoffs et al., 2002; van Dijk et al., 2013). 

 첨단 기술이 적용된 기능성 신발은 스마트 슈즈로 분류,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슈즈는 컴퓨터가 적용된 

디지털화된 신발로서, 내부에 디지털 센서 등 장착해 외부 자극 감지 및 

반응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오고 있다. 스마트 슈즈처럼 입는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증가로 스마트 기능뿐만 아니라 신발 본연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슈즈는 인간 중심의 

편리성과 휴대성으로 높이는 형태로 의복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17). 

 스마트 슈즈는 기존 신발의 고유 기능인 발 보호, 운동 성능의 향상, 

패션성 등의 기능에서 나아가, 첨단기술과 융합한 웨어러블 기기로서 사

용자에게 건강 등의 정보 제공을 비롯해 새로운 제품으로서의 제조 기술

과 제품 규격, 표준화 및 신뢰성 평가 등의 기술 영역까지 모두 포함한

다고 볼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7).  

 스마트 슈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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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전문 업체를 비롯해 애플, 구글, 삼성, 테슬라 등 IT·제조 업체도 

스마트 슈즈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나이키는 2016년 자동으로 신발끈을 조여주고 풀어주는 오토레이싱

(Auto lacing) 기능을 처음 적용한 하이퍼 어댑트 1.0(NIKE 

Hyperadapt 1.0)을 출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겉창 가운데에 모

터, 배터리 등이 합쳐진 모듈을 장착했다. 신발끈 위치에 삽입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발끈이 조여지거나 풀리는 방식이다. 나이키

는 오토레이싱 시스템을 향상 시켜 2018년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으로 사용자가 신발끈 조절 정도를 사용자 기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하이퍼어댑트 BB(Hyperadapt BB)를, 2019년에는 발등 부위에 커버 형

태를 적용한 러닝화 하이퍼어댑트 허라취(Hyperadapt huarache)를 선

보였다. 하이퍼어댑트 시리즈의 개발 사례는 <그림 2-4>에 나타냈다. 

 

 
<그림 2-4>(왼쪽부터)나이키 하이퍼어댑트1.0, 하이퍼어댑트BB, 하이퍼어댑트 허라취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로 출발한 솔티트벤처가 스포츠브랜드 데상트와 

협업해 2019년 출시한 ‘디지털 밸런스 트레이닝 슈즈’는 <그림2-5>

와 같다. 스마트 신발에 압력 센서가 내제돼 있어 스마트폰과 연동해 부

상을 방지하는 올바른 운동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림 2-5> 솔티드벤처X데상트 디지털 밸런스 트레이닝 슈즈④ 

                                            
④ 올바른 운동 자세 알려주는 스마트신발 '디지털 밸런스 트레이닝 슈즈' 출시. (2019. 

05. 17). 블로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

&aid=0000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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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아디다스 등이 협업해 개발한 말하는 신발 ‘토킹슈즈’를 출시

했다. <그림 2-6>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신발 속에 삽입된 가속 센서, 

압력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자 움직임에 맞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선보

였다. 미국의 데이비드 코엘호가 개발한 ‘시프트 웨어’는 사용자가 원

하는 대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운동화다. 샤오미는 인텔 프로

세스를 탑재한 러닝화를 선보였는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사용자가 

수행하는 운동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동거리, 경로, 속도, 칼로

리 등의 데이터를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

는 제품이다.  

 

 
<그림 2-6> 구글과 아디다스의 토킹슈즈(Talking Shoes)⑤ 

 

 

 

                                            
⑤ Google Talking Shoe. http://www.yesyesno.com/talking-shoe 



 

 １４

3. 기능성 신발 설계 기준 및 프로세스 

3.1.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개발 기준 

 

 본 연구에서는 ‘최소 요건 제품’(MVP) 개념을 기준으로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최소 요건 제품이란 

사용자와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를 담은 최소 단위의 제품을 

의미한다(나희경 & 이희우, 2016). 본 연구는 발목을 지지하고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발목 관절 압박’이라는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동형 압박 장치를 적용한 신발’이라는 최소 단위 제품인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최소 요건 제품의 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하였다. 

 최소 단위 제품은 작은 버전의 제품부터 개발함으로써 개발 과정 

후반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개발 방향의 적합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rice, 2018). 짧은 제품 개발 주기를 

거치며 시장의 반응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인 린스타트업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개발 

방법론인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통용된다. 최소 요건 제품 개발의 개념과 

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3-2>에 자동차 개발 

과정을 예시로 들어 표현하였다. 

 

 

 

 

 

 

 

 

 

 

 

<그림 2-7> 최소 요건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⑥ 

 

                                            
⑥ Sébastien von Roth: Flury, 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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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의 상단에는 전통적인 제조업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바퀴 1개부터 시작해 주행 및 

동력 장치 등으로 구성된 섀시(Chassis)를 개발하고, 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차체를 개발하고 이들을 모두 합쳐 최종 자동차를 완성하는 흐름을 

따른다.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통수단’ 혹은 ‘이동 

수단’이라는 자동차의 핵심 가치가 구현된다. 최종 단계에 도달해야만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 가치가 성립된다. 만약 최종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하단의 과정을 살펴 보면 

다른 방식으로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개발하기에 앞서 스케이트 보드를 먼저 개발해봄으로써 ‘이동 

수단’이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시장과 사용자의 반응을 타진해볼 수 

있다. 이어서 스케이트 보드에 핸들을 부착한 퀵보드, 앉아서 탈 수 

있는 자전거, 동력 장치를 적용한 모터사이클 등 제품 수준을 높여 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최종 목표인 자동차에 도달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핵심 가치를 고도화해 나갈 수 있다. 각 

단계별 제품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보완점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면서 

효율적으로 다음 전략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형 압박 장치가 적용된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발목 압박 기능이 보행 시 사용자의 발목 운동 

기능과 착용감 등 정량적 및 정성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능동형 압박 장치를 적용하는 프로토타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2.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은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한 문제에 대해 해결안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연구의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 디자인 과정은 기존 발목 보조 기구 및 신발에 대한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시제품을 개발하는 흐름을 

따랐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LaBat & Sokolowski(1999)가 

제안한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A Three-stage Design Process)의 

틀을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 디자인 프로세스로 채택하였다. 

 LaBat & Sokolowski(1999)의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는 의상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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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설계 프로세스 모델을 통합하고 재분류하여 3단계로 구축한 

것이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통상적인 과정들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문제 정의와 조사’(Problem Definition and 

Research) – ‘창의적 탐구’(Creative Exploration) – 

‘구현’(Implementation)의 3단계의 큰 틀 아래 세부 순서와 단계별 

수행 과업을 제시하였다(<그림 3-3>). 이를 기반으로 의 기성 발목 

보호대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산학 공동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증진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림 2-8> A Three-Stage Design Process (LaBat & Sokolowski, 1999) 

 

 ‘문제 정의와 조사’ 단계에서는 문제 수용과 정의, 초기 아이디어, 상품 

기획과 설명이 포함된다(Pitimaneeyakul, LaBat, & DeLong, 2004). 이 

단계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이 단계에서 가능한 넓은 범위의 조사 수행에 

많은 시간 투자가 권장된다(LaBat & Sokolowsk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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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능성 신발의 평가 
 

 기능성 신발의 개발 목적과 특성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절

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발을 포함한 인체를 보호하고 감싸는 피복류는 

인간과 분리하여 그 자체를 독립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본 채 평가할 수 

없으며, 사람이 직접 착용하고 사용해봄으로써 사람과 피복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아람, 2016). 따라서 

신발을 포함한 피복류 평가 방법에 대하여 피복의 종류, 특성, 목적 등

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발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한 

정량적 평가와 착용자 관점에서의 정성적 평가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보행과 일의 능률 증진, 의복과

의 조화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도구로써,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명웅 et al., 2005). 따라서 기능성 신발을 개발함

에 있어서 신발의 사용 조건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신발이 지

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위해 복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1. 보행 분석에 따른 평가 

1.1 보행과 보행 주기 

 

 보행은 하지의 여러 관절에서 잘 조합된 역학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 

몸의 중심을 완만하게 전환시키는 복합한 과정이다(김진호 & 한태륜, 

2002). 보행은 인간이 행사는 다양한 움직임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이동 수당으로 여겨졌다. 다른 이동 수단에 비해 움직임의 크기가 작고 

빠르지 않아 에너지 소모가 적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의 크기가 작고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비만,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및 정형외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및 

노약자들에게도 권장되고 치료 방법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Korner 

& Eberle, 2001; Oakley, Zwierska, Tew, Beard, & Saxton, 2008; 

Shono, Fujishima, Hotta, Ogaki, & Masumoto, 2001). 

 보행 주기는 다리가 땅에 닿아 체중을 지지하는 시기(입각기, stance 

phase)와 땅에서 떨어져 허공을 가로질러 앞으로 전진하는 시기(유각기, 

swing phase)로 구성되는데, 입각기는 전체 보행 주기 중 약 60%, 

유각기는 약 40% 차지한다(Whittle et al., 2012). 이중 양쪽 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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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기가 겹치는 구간(양하지 지지기, double stance phase)은 약 

20%로 하나의 보행 주기 중 10%씩 2회에 걸쳐 관찰된다(김진호 & 

한태륜, 2002). 세부적인 보행 주기에 대한 설명은 <그림 2-9>에 

제시하였다. 

 

<그림 2-9> 보행 주기(김진호 & 한태륜, 2002) 

 

1.2 보행 분석 방법과 ROM 및 각도 변동성 

 

 보행 분석은 초기 기술적인 연구부부터 최근의 복잡한 측정방법을 통한 

수학적 분석과 모델링, 첨단 장비를 활용한 동작, 근육 활동, 힘 등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정량적 보행 분석은 

관찰적 보행 분석에 비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정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각 분절의 움직임을 정량화하는 운동형상학적(kinematic) 분석, 

힘판(forceplate)으로 측정한 지면 반발력과 운동형상학적 데이터를 

결합해 계산하는 운동역학적(kinetic) 분석, 각 근육의 활동도를 

측정하는 동적근전도(dynamic EMG)가 대표적이다.(김진호 & 한태륜, 

2002). 

 운동형상학적 분석은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전기 측각계, 초음파장비, 

광전자, 자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소형 관성센서를 각 신체 

부위에 부착하여 보행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늘고 있다. 적외선을 비롯해 

딥러닝, 가속계와 자이스코프를 이용한 분석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보행 등 하지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관절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운동학적 평가 변인으로 관절가동범위(ROM)와 함께 각도 변동성에 

대한 분석도 고려되고 있다. 관절 각도의 변동성은 반복적인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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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서 발생되는 편차를 나타내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된다(Davids, Bennett, & Newell, 2006). 강동원 외(2012)는 

사이클 선수의 페달링 동작 시 무릎관절의 궤적과 각도에 관한 연구에서 

반복되는 하지의 페달링 수행 동안 관절과 근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일 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김요한, 이운용, & 이대택, 

2010) 근거로 무릎 관절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무릎관절의 가동 범위와 

각도 변동성에 따른 페달 파워의 상관관계를 밝혔다(강동원, 최진승, 

서정우, 배재혁, & 탁계래, 2012). 이처럼 각도 변동성은 반복되는 

동작이 요구되는 스포츠 중에서 정확성과 안정성에 따른 동작의 

수행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강동원 et al., 2012). 

수영의 스트로크 동작과 마라톤에서의 페이스 변화에서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동작의 안정성과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며, 

농구에서는 자유투 정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유투를 시도할 때 

나타나는 관절 각도의 변동성이 낮았다((Haney Jr & Mercer, 2011; 

Hellard et al., 2008; Miller, 2002). 

  

2. 기능성 신발의 사용성 평가 

 

 기능성 신발의 개발을 위해서 개발 목적에 따른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발을 신는 착용자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착용자의 

관점에서 기능성 신발의 사용성 평가(usability assessment)가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 대상이 되는 신발의 핵심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평가 항목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용성(usability)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 시스템과 상호 

작용을 할 때 사용자 경험의 품질이며 사용자의 효과, 효율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것이다.⑦ 사용성은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할 때 

최소한의 오류로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Kortum, 2016). 

사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용자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효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만족도(Satisfaction)의 

                                            
⑦ Usability.gov. Usability Evaluation Basics. 

https://www.usability.gov/what-and-why/usability-evalu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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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ISO 9241-11, <그림 2-10>).  

 

 
<그림 2-10> 사용성의 개념(ISO 9241-11) 

 

 기능성 신발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용성 

평가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신발, 기능성 의복 및 스마트 의류 

등에 대한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의복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평가 기준은 의복의 외관에 대한 평가와 착용자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지는데, 기능성 의복과 스마트 의류 등 기능적 측면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에는 기술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이정란, 백경자, & 김구영, 2011). 사용성 평가는 수행도와 

감성으로 구분 지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능 수행과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지적, 

신체적 요구 등과 같은 주관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다(이희경, 

2008). 양은실(2003)은 스마트 의류의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에서 사용성과 착용성 평가를 위해 외관, 착용성, 인지적 변화, 기기 

위치의 적절성 및 와이어 경로 적절성, 조작 용이성, 위험성, 관리의 

용이성, 유용성 등 9개 항목을 설정했으며, 육형민 외(2004)는 사용성 

요인 추출 연구에서 심미적 외관, 착용 편의성, 적응성, 운동 기능성, 

정보와 상호 작용성 등의 범주를 도출하였다(양은실, 2003; 육형민 et 



 

 ２１

al., 2004). 닐슨 노먼 그룹의 회장이자 사용성 분석의 권위자인 제이콥 

닐슨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지침표( <표 2-0>)으로 이해 

용이성, 환경 적합성, 사용자 주도성, 일관성, 심미성 등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Nielsen, 2005). 조하경 외(2008)는 센서 기반 헬스케어 

스마트 의류의 사용성 평가 척도로 기능의 효용성, 의복 편의성, 외관 

만족도, 기기 안정성, 관리의 용이성, 특이성, 기기 편의성 등으로 

문항을 구성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함께 수행하였다(조하경 & 

이주현, 2008). 김혜숙 외(2019)는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성 조건에 

대한 개발 방향 제안 연구를 통해 3개의 착용성 조건 범주(인체 적합성, 

사용 편의성, 심미성)를 도출하였다. 인체 적합성 범주에는 형태 및 

치수 적합성, 동작 적합성, 구성 적합성, 생리 적합성 등 4가지 항목을, 

사용 편의성 범주에서는 성능 만족, 조작 용이성, 안전성, 내구성, 

착탈의 용이성, 세척 용이성, 휴대 및 보관 용이성 등 7개 항목을 

제시했고, 심미성 범주 내에서는 색상, 형태, 재질에 대한 외관 만족도를 

설계 기준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김혜숙 et al., 2019). 

 

<표 2-1> 제이콥 닐슨의 10가지 사용성 원칙 

속성 원칙 

이해 용이성 

Visibility of system status 

사용자의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환경 적합성 

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world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하고 친숙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주도성 
User control and freedom 

사용자가 원치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주도적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 

일관성과 표준화 
Consistency and standards 

일관된 정보와 용어를 사용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 

오류 예방성 
Error prevention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제거하거나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직관적 이해성 
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사용자가 기억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유연성과 효율성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use 

사용자의 숙련도와 관계 없이 최소한의 단계로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디자인한다. 

디자인의 단순성 및 심미성 
Aesthetic and minimalist design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가시성을 높인다. 

문제 해결 용이성 
Help users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 from errors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쉽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Help and documentation 

사용자 행위에 초점을 맞춘 설명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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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률 외(2009)는 고령자용 기능성 신발 평가를 위해 보행 및 동작 

분석을 이용해 운동학적·운동역학적 데이터를 획득하고 신발의 

편안함에 대해서 발바닥 및 발목의 편한 정도와 보행 주기에 따른 

편안함 정도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VAS(Visual Analog Scale) test를 

통해 평가하였다(문경률, 최진승, 방윤환, & 탁계래, 2009). 

양근영(2012)은 아킬레스건 신장용 기능성 샌들의 외형 디자인 평가를 

위해 형태, 재질, 색상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형용사를 활용한 감성 

평가법을 수행하였고, 하종규 외(2019)는 비보이를 위한 신발 개발에 

있어서 생체 역학 기반 인간공학적 분석 연구에서 정성적 사용성 평가를 

위해 발의 압력과 신발 기능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설문 평가를 진행하였다(양근영, 2012; 하종규, 장영관, & 

김진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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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행 시 착용자의 발목을 지지하고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목 관절에 압박 기능을 적용한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제작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은 ‘최소 요건 제품’(MVP) 개념을 근본 원칙으로 삼았다. 

개발 과정은 Labat & Sokolowski(LaBat & Sokolowski, 1999)가 

제안한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A three-stage design process)를 

토대로 하여 각 단계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였다.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발목을 

압박하거나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발목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방법에 

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발목 움직임 보조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실제 사례와 관련 제품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조 방법론과 압박 기능성 풋웨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할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발목 관절 압박 

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정립하였다. 

정립한 디자인 콘셉트를 기반으로 실물 제작이 가능한 여러 설계 

대안들을 창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과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대안들을 창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디자인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별 목업을 제작하였다. 최종 단계의 목업을 바탕으로 착용자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할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계 및 제작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험 및 설문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착용과 사용에 따른 기능성과 디자인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 전문가 대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반영한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신발 프로토타입 설계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그림 3-1>에 도식화하였다. 

 
 

 
 

 

 



 

 ２４

 

 

 

 

 
 
 

<그림 3-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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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요구 성능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발된 발목 압박 기능 보조 기구 및 보호대, 

기능성 신발, 스마트 슈즈 등에 관한 문헌 조사와 최근 개발 동향 

분석을 통해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찾고자 하였다. 

 

1. 발목 관절 압박 방식 

 

현존하는 발목을 압박하는 보조 기구 및 보호대 등 된 발목 압박 기능 

보조기구 및 기능성 신발, 스마트 슈즈 등에는 기능적 측면과 심미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행, 달리기, 점프 등 신체 

활동에는 방향 전환 요소가 많은데, 이처럼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 힘은 

발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고, 발의 손상 비율도 

높아진다(Prentice, 2016). 발목을 잡아주고 근육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발목 테이핑과 보호대가 활용된다. 발목 부위를 압박하거나 

단단히 잡아주는 방식을 통해 피로 완화, 부상 예방, 재활, 보행 보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발목을 잡아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발목 

보조 기구와 보호대가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단하게 고정된 

형태이거나, 발의 움직임과 상관 없이 일정한 압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방식이다. 

 

1.1. 발목 보조 기능이 있는 기존 풋웨어의 한계점 

 

<그림 3-2>에 발목 보조 기능이 있는 기능성 풋웨어의 사례를 

분류하였다. 신발의 일부분에 연결하여 착용할 수 있는 신발 결합형, 

단단한 소재의 보형물과 부드러운 원단이 합쳐진 부분 하드 타입, 발 

부위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하고 압박하는 하드 타입 등은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겁고 외관상으로 노출되는 문제로 보행 등 일상 활동 

시 불편함을 야기한다. 양말이나 스타킹처럼 간편하게 착용 가능한 

소프트 타입은 발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고탄성 섬유로 제작된 

경우 과도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피부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압박 기능을 간편하게 활성화하고 

해제할 수 있는 발목 압박 기능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범용성 갖춘 디자인의 제품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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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그림 3-2> 발목 보조 기능이 있는 풋웨어 

(a) 신발 결합 타입, (b) 부분 하드타입, (c) 하드 타입, (d) 고탄성 섬유 타입 

 

1.2. 다이얼+와이어 구조의 압박 구현 방식 

 

 본 연구에서는 다이얼과 와이어의 간편한 구성으로 압박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프로토타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압박 기능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보아 핏 시스템’(BOA® Fit 

System, <그림 3-3>)을 활용하였다. 

 

 

 

 

 

 

<그림 3-3> BOA® Fit System⑧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에 활용한 보아 핏 시스템 기술은 L-SERIES 

기술(<그림 3-4>) 중 하나다. 가볍고 낮은 장력이 특징으로, 로우컷 

신발(발목이 낮은 신발)에 맞게 설계되어 러너, 골퍼, 사이클 선수 등을 

                                            
⑧BOA® Fit System, https://www.boafit.com/en-us/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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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신발에 적용하여 세심한 조정과 정밀성, 적응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이얼을 눌러서 돌리면 연결된 와이어가 조여지고 

반대로 돌리면 미세하게 풀려 압박력을 조절할 수 있다. 눌렀던 

다이얼을 바깥으로 당기면 조여졌던 와이어를 빠르게 해제할 수 있다. 

 

 
<그림 3-4> BOA® Fit System, L-SERIES 

Turn To Adjust + Quick Release⑨ 

 

 대표적인 발목 압박 및 보조 방식인 발목 테이핑 및 보호대의 형상을 

참고하고, 보아 핏 시스템의 다이얼과 와이어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용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1.3.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사용 시나리오 

 

 장시간 보행 시 하지에 피로도가 증가해 발과 발목 부위에 불필요한 

흔들림과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때 발목 관절에 강한 압박력을 제공하여 

발목의 흔들림을 잡아줌으로써 발목 안정성을 회복한다. 사용자 

스스로가 발목의 안정성이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압박력을 조절하면서 보행을 지속한다. 

 향후 사용 시나리오를 확장하여 보행 주기에 맞추거나 사용자가 원할 

때 실시간으로 압박력이 능동으로 조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능동형 시스템 적용 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디자인 콘셉트를 확립하였다. 

                                            
⑨ BOA® Fit System, L-SERIES: Turn To Adjust + Quick Release,  

https://vimeo.com/3213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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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디자인 조사 

 

 발목 압박 기능 적용 방법론과 사용 시나리오, 디자인 방향성을 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개발 사례와 문헌 조사를 통한 디자인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디자인 리서치는 크게 두 가지 틀을 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틀은 <그림 3-5>와 같이 기능 중심의 조사로 진행하였다. 기존 

발목 보조 기구 및 보호대 중에서 다이얼+와이어 구조의 압박 기능 

구현 방식을 적용한 제품들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틀은 

<그림 3-6>과 같이 디자인 중심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신체에 적절한 

압박력이 작용할 수 있는 소재와 밀착형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삭스 

슈즈, 다이빙 슈즈 등을 비롯해, IT 기술 적용한 각종 스마트 슈즈 

디자인 사례를 채집하였다. 또한 발목 테이핑 라인을 연상케하는 실루엣, 

신체 밀착형 디자인, 탈착 용이성, 경량화, 각종 장치들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사례를 탐색하였으며 발과 발목에 편안하게 밀착되는 형태의 

신발 디자인 위주로 조사하였다. 

 

 

 

 

 

 

 

 

 

 

 

<그림 3-5> 기능 중심 조사 

 

 

 

 

 

 

 

 

 

 

 

<그림 3-6> 디자인 중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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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 설계 
 
 발목 압박 기능 적용 방법과 디자인 방향성을 정하고 이른 토대로 

진행한 디자인 리서치 자료를 분석해 프로토타입 설계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초 아이디어를 수립하고 디자인 대안들을 창안하였다. 

디자인 대안들을 정제하고 단계별 목업을 제작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프로토타입 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프로토타입 

제작 기준이 될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1. 설계 기준 발 치수 및 라스트(화형, Last) 선정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을 평가할 대상자를 20~30대 성인 남성을 

설정하고 발 사이즈는 270mm(±5mm)로 정하였다. 이는 제6차 

사이즈코리아 측정치에서 남성 20~39세 평균 발 직선 

길이(256.33mm)를 근거로 하였다. 신발의 앞부분은 체중 지지 시 가장 

긴 발가락보다 약 ½인치(약 12.7mm) 길어야 하며(May, 2012), 

신발이 발에 잘 맞으려면 신발 외부 길이는 발 길이보다 15~20mm 더 

길게 제작하므로(장성은, 2012), 남성 20~39세 평균 발 직선 길이인 

256.33mm에 12.7~20mm를 더한 치수가 269.03~276.33mm인 것을 

감안하여 270mm(±5mm)를 기준 신발 사이즈로 결정하였다. 

 신발의 틀이 되는 라스트는 ‘구두골’ 혹은 ‘화형’이라고도 한다. 

라스트는 ‘발자국’이라는 의미의 영어 고어인 ‘laest’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발 제조 과정에서 규정된 신발의 

치수와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Rossi, 2000; 김명웅 et al., 

2005; 장성은,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준 사이즈로 설정한 남성 

270mm 사이즈에 맞춰 ML270E(KS G3405-2001)에 부합하는 

라스트(<그림 3-7>)를 확보하여 이를 기준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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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목업 및 프로토타입 제작용 라스트 

(남성용 270 사이즈, ML270E, KS G3405-2001) 

 

2. 디자인 아이디어의 창안 및 정제 

 

 디자인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면서 

디자인 대안들을 창안하였다. 아이디어 스케치 및 디자인 대안 창안 

작업에 사용된 장비는 태블릿PC인 아이패드 프로(iPad Pro, Apple, 

미국)와 디지타이저 펜(Digitizer pen)인 애플 펜슬(Apple Pencil, 

Apple, 미국)이며(<그림 3-8>), iOS/iPadOS 기반의 디지털 페인팅 

소프트웨어 ‘프로크리에이트’ (Procreate®, Savage Interactive Pty Ltd,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작업하였다(<그림 3-9>). 태블릿PC 기반 작업 

특성상 데스크탑 PC나 랩탑 PC를 활용한 작업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실제 스케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디지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업 연구자들과 스케치 작업 

과정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디자인 

대안들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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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디자인 창안 작업에 사용한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그림 3-9> Procreate® 아이콘(왼쪽)과 이를 활용한 신발 디자인 예시(오른쪽)⑩ 

 

3. 단계별 목업 제작 및 최종 디자인 도출 

 

 디자인 대안들을 정제하고 선별하여 단계별 목업 제작을 통해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목업이란 설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만드는 ‘시작품’을 의미하며, 양산성을 

                                            
⑩ Procreate®, https://procreate.art/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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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제조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제품에 가깝게 제작하는 

‘시제품’(Prototype)과 구분된다.⑪ 향후 양산 제품 생산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단계별 목업 제작을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⑫ 

 

 본 연구에서는 ‘스터디 목업’(Study mockup), ‘콘셉트 목업’ 

(Concept mockup), ‘워킹 목업’(Working mockup) 순으로 목업을 

구체화하며 디자인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2차원 도안을 3차원 

실물로 구현해봄으로써 제작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며 

세부 디자인을 확립하였다. 

 

 스터디 목업: 형상화 되지 않은 스터디 용도로 제작한다. 초기 

콘셉트를 잡기 위한 과정으로 ‘소프트 목업(Soft 

mockup)이라고도 한다. 

 콘셉트 목업: 외부 디자인 형태와 색상, 소재, 마감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디자인 목업’(Design Mockup)이라고도 한다. 

 워킹 목업: 양산성, 기능성, 신뢰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프로토타입 목업’(Prototype mockup)이라고도 한다. 

워킹 목업은 시제품 개발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의 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진 워킹 목업을 기초로 본격적인 

프로토타입 제작 기준이 될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⑪ ㈜타오스, 시작품과 시제품의 차이, http://taos.kr/sub_02_04_01/13234 
⑫4차산업혁명 지식서비스, 기술창업지식, 
https://4ir.kisti.re.kr/ick/spcltyKnwldg/view/20170920000032%3Bjsession

id=StTMZKcd1kzim5H7vj7x1mcC.ick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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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 전 단계에서 완성한 워킹 목업을 바탕으로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프로토타입은 사용자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대상이 될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발 사이즈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프로토타입 

제작을 수행하였다. 

 

1. 소재 및 부자재 선정 

 

 프로토타입의 메인 원단으로 네오프렌 소재를 선정, 신발 겉감 제작에 

사용하였다. 네오프렌은 주로 잠수복이나 의지보조기 등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다. 나일론 직물 뒤에 덧대어진 합성고무재료로, 가볍고 

유연하고 신체에 편안하며 탄력성이 있어, 이를 소재로 신체 보조기를 

제작할 때 신체에 압박을 제공하며 관절의 부종을 최소화할 수 

있다(May, 2012). 신발 안감은 메쉬 소재를 적용하여 착용시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 다른 부위에 적용한 소재에 대한 

정보는 <표 3-1>에 나타내었다. 프로토타입의 핵심 기능인 발목 압박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그림 3-10>과 같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보아 핏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겉창(Outsole)은 <그림 3-11>에 

나타낸 것처럼 TPU 소재의 알갱이로 구성되어 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폼(Foam)에 고무 밑창이 결합된 기성품을 확보해 활용하였다. 

 

<표 3-1> 프로토타입 제작 시 사용한 소재 정보 

적용 부분 소재 구성 색상 폭 두께 

발목 스트랩 

나일론 

테이프 
나일론 100% 주황 25mm - 

밸크로 

테이프 
- 검정 - - 

신발 겉감 네오프렌 

앞면) 나일론 80% + 

스판덱스 20% 
검정 

- - 

뒷면) 폴리에스터 100% - - 

중간) 스펀지 - 3mm 

신발 안감 메 쉬 
폴리에스터 100%  

60인치 300g 
검정 - - 

압박용 외피 

커버 
PVC PVC 비닐 투명 -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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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프로토타입 제작에 사용한 보아 핏 시스템 

 

 
<그림 3-11> 프로토타입 제작에 사용한 기성품 겉창 

(왼쪽은 윗면, 오른쪽은 바닥면 모습) 

 

2. 패턴 제작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 패턴 제작에는 장성은(2012)의 신발 패턴 제작 

기초와 양승윤(2018)의 수제화 패턴 제작법 중 남성용 발모랄 패턴과 

더비부츠 패턴 제작법을 참고하였다. 라스트 표면을 따라 마스킹 

테이프로 테이핑 작업을 한 뒤, 그 위에 디자인 레이아웃 작업을 한 후 

디자인 외곽선을 따라 칼로 절개한 뒤 라스트에서 떼어낸다. <그림 3-

12>와 같이 라스트에서 떼어낸 입체 패턴을 패턴지에 부착해 평면의 

복사 패턴을 만들었다. 복사 패턴의 외곽선을 정리하여 <그림 3-1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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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준 패턴을 제작하였다. 패턴 제작은 기존의 신발 패턴 제작법을 

참고하되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 디자인에 맞게 응용하여, 신발 상부 

외피 패턴과 내피 패턴, 압박용 외피 커버 패턴 등을 제작하였다. 

 

 

 
<그림 3-0> 프로토타입 패턴 제작의 기초가 된 복사 패턴  

상부 패턴(위)과 상부와 중창 패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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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복사 패턴을 기반으로 제작한 표준 패턴 

 

3. 재단 및 봉제, 접합 

 

 제작한 각각의 패턴에 해당하는 원단을 재단하고, 상부 내·외피 및 

압박용 외피 커버, 압박 장치 등을 비롯해 지퍼와 스트랩 등 부자재 

등을 봉제 및 접착제(936 본드, 상신화학)로 결합하였다. 

 

4. 저부 공정 및 마무리 작업 

 

  저부는 신발 상부를 제외한 밑바닥 부분을 지칭하며 중창, 겉창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단계에서 제작한 상부에 중창과 

겉창을 에폭시 접착제(DP-420, 3M)로 붙여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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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 평가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보행 

실험과 사용성 설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기능성 및 심미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토타입 

평가는 2020년 5월15일, 5월19일, 5월22일, 5월26일에 실시하였다. 

전문가 평가는 5월 말~6월 중순 사이에 직접 면담 및 온라인 면담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및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신체기능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의복 구조 및 제어 기술 개발’및 ‘보행 

시 안정성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신개념 와이어-패브릭 메커니즘 

기반 발목보조기구’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받았으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1. 연구참여자 정의 

 

 평소 착용하는 신발 사이즈가 270mm(±5mm)라고 응답한 20~30대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3-2>와 같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들 모두 

신경계 및 정형계 질환이 없고 발 부위 통증 및 무지외반증 등의 발 

변형이 없었다.  

 

<표 3-2>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수 연령(세) 신장(cm) 체중(kg) 

10 26.2±2.97 178.7±5.06 82.3±7.83 

 

2. 연구참여자 대상 보행 실험 

 

 프로토타입의 발목 압박 기능이 실제 착용자의 보행 시 발목의 운동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트레드밀 

위에서 보행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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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 장비 및 측정 항목 

 

 마틴 인체 계측기: 발 관련 치수를 직접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오른쪽과 왼쪽의 발직선길이, 발너비, 가쪽·안쪽 복사높이, 

종아리최소둘레, 발목최대둘레, 발뒤꿈치너비 등 총 14개 항목 

측정하였다. 

 트레드밀(마에스트로 X1, EGOJIN, 대한민국) 

 관성센서(Trigno, Delsys, 미국)(<그림 3-14>): 양쪽 발등      

중앙과 정강이 중앙에 각 1개씩, 총 4개 센서를 

부착하였다(<그림 3-15>).  

 

 

 

 

 

 

 

 

<그림 3-14> 관성센서(Trigno, Delsys, 미국) 

https://delsys.com/trigno/research/#trigno-avanti-sensor 

 

 

 

 

 

 

 

 

 

 

 

 

 

<그림 3-15> 관성센서 부착 위치 

A. 오른쪽 정강이 중앙 B. 왼쪽 정강이 중앙 C. 오른쪽 발등 중앙 D. 왼쪽 발등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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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순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발 관련 치수를 

측정하였다. 이후 총 3가지 신발 착용 조건에서 각각 5분씩 트레드밀 

보행을 시작하였다. 3가지 신발 착용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3-3>에 명시하였다. 

 

<표 3-3> 3가지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운동화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상세 

설명 

연구 참여자가 

평소 착용하는 

로우컷 스타일의 

운동화 

프로토타입을 착용한 후, 

압박용 외피 커버가 발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정도의 

느슨한 압박 적용 

프로토타입을 착용한 후, 

압박용 외피 커버가 발과 

발목을 압박할 정도의 

강한 압박 적용 

 

 보행 실험은 일반 운동화 착용 조건,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 순으로 진행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보행 시간을 

5분으로 하였다. <그림 3-16>과 같이 각 조건 사이에 5분 이내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다. 보행 속도는 각 실험 참여자의 선호 보행 

속도(PWS, preferred walking speed)로 설정하였다.  

 보행은 인간의 움직임 중 자연스럽고 습관적으로 자동화된 행동인데, 

이중 개인의 자유 조절에 의해 유지되는 선호 보행 속도는 개인이 

느끼기에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속도라고 할 수 있다(최진승, 강동원, 

& 탁계래, 2011). 이에 프로토타입의 착용 조건 이외에 다른 영향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각자의 선호 보행 속도로 걷게 하였다. 

선호 보행 속도 측정은 주로 평지나 트레드밀을 이용한 실험에 의한 

방법과 신체 계측치를 통해 추론하는 등의 측정법이 활용되고 

있는데(최진승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트레드밀을 이용해 연구 

참여자가 직접 걸으면서 속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본인의 선호 

속도를 찾는 방법을 채택하였다(Jordan, Challis, & Newel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운동화 착용 조건에서 트레드밀에 오른 뒤 

각 실험 참여자에게 평소에 자신이 편안하게 걷는 속도와 가장 가까운 

보행 속도를 찾도록 초기 약 1분 가량 트레드밀 위를 걸으며 선호 보행 

속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선호 보행 속도를 찾은 시점부터 5분간 보행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이후 진행한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 모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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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속도를 유지하였다. 

 

 
<그림 3-16> 보행 실험 순서 

 

2.3. 데이터 분석 

 

 관성센서 부착 위치에서 각 센서의 로컬 X, Y, Z 축 기준으로 각도 

데이터 기록하였다(<그림 3-17>). 발등과 정강이 데이터 통해 발목 

각도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각 축 기준의 관절가동범위(ROM) 차이를 

통해 발목 움직임을 파악하고 발목 관절 각도의 변동성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안정적인 패턴으로 보행했는지 분석하였다(김정윤 et al., 

2014). 

 Matlab(Matlab, Mathworks, 미국)을 통해 각 센서에 기록된 각도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신발 착용 조건 별로 초당 370개 데이터를 5분 

분량을 획득하였다.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5Hz 저역 통과 

필터 적용하였고, 보행 검출 알고리즘 통해 Heel Strike(초기 닿기, 

뒤꿈치 닫기) 기준으로 스트라이드(Stride, 오른발에서 시작해 다음 

오른발을 디디는 구간) 별로 정리하였다. 5분 간의 보행 동안 측정한 

스트라이드 중 뒤에서 300개 스트라이드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리된 수치는 SPSS 23.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그림 3-17> 관성센서 각도 데이터 기록 기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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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대상 사용성 설문 평가 

 

 사용성 설문 평가는 보행 실험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10명이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보행 실험을 모두 완료한 후, 프로토타입을 착용한 

상태에서 설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 평가지는 프로토타입의 착용감 

및 사용성, 외관 등에 대한 실제 착용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3가지 신발 착용 

조건에서의 보행 경험과 프로토타입을 신고 벗을 때와 휴식 상태에서의 

착용감 등을 기반으로 주어진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평가지는 센서기반형 스마트 의류의 사용성 평가 척도 개발 

연구(조하경 & 이주현, 2008), 고령자 신발 평가시 정량적· 정성적 

측정 변인에 관한 연구(문경률 et al., 2009),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성 

조건에 대한 개발 방향 제안에 관한 연구(김혜숙 et al., 2019) 등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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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사용성 평가 설문 항목 구성 

항목명 항목 설명 문항 내용 평가 방식 문항수 

기능의 

구동성 

압박 장치의 기능적 

가치 
기술적 장치*의 성능에 관한 평가 명명척도 4 

사용의 

편의성 
압박 장치의 사용성 

기술적 장치와 사용자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평가 

5점 

리커트 

척도 

3 

신체적 

안전성 

착용 직후 압박 장치 

저압박 상태에서 

프로토타입 맞음새 
통합 제품**과 사용자(외적)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정적 현상에 

대한 평가 

6 

압박 장치 활성화 

전/후 주요 부위별 

착용감 비교 

10 

신체적 

활동성 

보행 주기 동안의 

착용감 
통합 제품과 사용자(외적)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동적 현상에 

대한 평가 

4 

보행 및 탈/착용시 

전반적인 착용감 
3 

심미적 

수용성 

형태, 색상, 소재, 등 

스타일 관련 만족도 

통합 제품과 사용자(내적)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에 

대한 평가 

6 

총 평 프로토타입 종합 점수 1 

합계 37 

*기술적 장치=압박 기능 장치 

**통합 제품=신발+압박 기능 장치 

 

 설문 평가지 문항은 기능의 구동성 4문항, 사용의 편의성 3문항, 

신체적 안정성 16문항, 신체적 활동성 7문항, 심미적 수용성 6문항, 

종합 평가 1문항 등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4>). 기능의 

구동성 문항은 명명 척도로 나머지 항목에 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는 각 문항의 문맥에 따라 ‘전혀 

아니다/매우 나쁘다’를 1점, ‘아니다/나쁘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좋다’를 4점, ‘매우 그렇다/매우 좋다’를 5점으로 

하였다. 설문 평가 결과의 통계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능의 구동성’은 압박 장치의 기능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적 장치(압박 기능 장치)의 성능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의 편의성’은 압박 장치의 사용성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장치와 사용자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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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적 안정성’은 착용 직후 압박 장치 저압박 

상태에서 프로토타입의 맞음새 만족도와 압박 장치 활성화 전/후 주요 

부위별 착용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합 제품(신발과 압박 기능 

장치 포함)과 사용자의 외적(신체적) 접점에서 일어나는 정적 현상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적 활동성’은 보행 주기 동안의 

착용감과 보행 및 탈/착용시 전반적인 착용감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합 

제품과 사용자의 외적 접점에서 일어나는 동적 현상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미적 수용성’은 프로토타입의 형태, 색상, 

소재, 등 스타일 관련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합 제품과 사용자 

내적(정신적) 접점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의 관계도는 <그림 3-18>에 도식화 하였다. 

 

 

 

<그림 3-18> 사용성 평가 항목 구성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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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설문 평가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기능성 및 심미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6인으로, 의류학, 의공학, 재활공학 및 재활의학, 

의류 제품 개발, 운동화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서 20년 내외의 실무 및 

연구 경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에게 프로토타입 실물과 상세 

설명 사진, 보행 실험 영상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평가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평가지 문항은 디자인 부분 15문항, 압박 기능 관련 부분 13문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항 2개 등 총 30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설명은 <표 3-5>와 같다. 디자인 부분과 압박 기능 관련 

부분에 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는 각 문항의 문맥에 따라 ‘전혀 아니다/매우 나쁘다’를 

1점, ‘아니다/나쁘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좋다’를 

4점, ‘매우 그렇다/매우 좋다’를 5점으로 하였다. 설문 평가 결과의 

통계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3-5> 전문가 평가 설문 항목 구성 

구분 문항 내용 
평가 

방식 
문항수 

디자인 부분 색상, 소재 부위별 맞음새 등 디자인 관련 항목 

5점 

리커트 

척도 

15 

압박 기능 

관련 부분 

압박 장치의 외관 및 사용성, 와이어의 구조 및 

기능, 압박 장치의 보행 기여도 등에 대한 항목 
13 

전반적인 

부분 

현 프로토타입에 대한 종합 점수 및 향후 

프로토타입 고도화 시 개선 가능성에 대한 항목 

10점 

만점 
2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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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설계 및 제작 
 

1. 디자인 아이디어의 창안 및 정제 

 

 발목 압박 기능 구현 방식에 관한 초기 아이디어를 정립하고 디자인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면서 디자인 대안들을 

창안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의 핵심 가치는 발목 압박 기능성의 

적용에 있으므로, 압박 기능이 신체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림 4-

1>과 같이 발 표면에 밀착되는 실루엣으로 정하였다. 발목에 압박이 

가해져야 하는 구조를 적용해야 하므로 발목 최소 둘레를 덮는 높이의 

하이탑 스타일을 디자인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4-1> 압박 위치 및 방향(왼쪽)과 디자인 기초 라인 설정(오른쪽) 

 

 앞서 발목 압박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는 다이얼과 와이어로 구성된 

보아 핏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발과 

발목 부위에 압박이 가해지는 방식을 모색하였다. 발과 발목에 압박력이 

가해지는 형상을 발목 테이핑 기법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4-2>과 같이 ‘디자인 대안 #1’(그림 왼쪽)과 ‘디자인 대안 

#2’(오른쪽)를 도출하였다. 디자인 대안 #1에서는 메인 원단을 

네오프렌 소재로 결정하고, 압박력을 부여하는 와이어 경로가 발목 

둘레와 발등을 지나는 디자인으로 구상하였다. 메시(mesh) 터널 속에 

와이어를 삽입하여 와이어가 조여지고 풀려지면서 메tl 터널이 발목과 

발등을 압박하고 해제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발목 뒷부분과 발 양 

옆을 감싸면서 발목과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형태의 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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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의 형상도 나타내었다. 보행 시 양쪽 다리가 교차할 때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와이어를 조정하는 다이얼은 발목 바깥쪽에 하나씩 만 

부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와이어 경로가 길어짐에 따라 

적절한 압박력이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디자인 

대안 #2와 같이 발등 부분의 와이어 경로를 X자 형태로 변경하였고, 

와이어의 압박력이 좌우가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다이얼을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1개씩, 총 4개를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보행 시 발의 앞 부분이 구부러지는 발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발 양 옆 

부위의 외피 커버 형태도 앞뒤 분리형으로 변경하였다.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발목 뒤쪽 중앙에 지퍼를 달기로 하였다. 

   

 
<그림 4-2> 디자인 대안 #1, #2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를 기반으로 협업 연구자들과 의사 소통을 하면서 

메쉬 터널과 와이어의 조합이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압박력을 적절히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와이어와 메시 터널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압박력이 가해질수록 발 표면의 국소 부위만 누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착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국소 부위 압박이 

아닌 넓은 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되었다. 발전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그림 4-3>의 디자인 대안 #3과 #4를 

창안하였다. 와이어 경로의 기본 컨셉트는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발등 

부위에 체표면의 굴곡을 따라 넓은 면적으로 발등을 감싸는 형태의 외피 

커버를 추가 구성 요소로 추가했고, 이 부분은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특성을 가진 PVC 비닐로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디자인 대안 

#4에서는 향후 웨어러블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겉창 내부 

중앙에 와이어를 능동으로 구동할 수 있는 동력 장치 등을 포함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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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그림 4-3> 디자인 대안 #3, #4 

 

 디자인 대안 #3, #4에서 고안한 발등 부분의 외피 커버 형상을 

실물로 구현해 냈을 때 보행에 따른 발등 굽힘 및 발바닥 굽힘 등의 발 

운동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발등 

부분의 외피 커버와 사이드 커버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한 

과정이 <그림 4-4>의 디자인 대안 #5와 #5-1에 나와있다. 지구본의 

전개도에서 영감을 얻어 각 커버의 가장자리에 다트를 넣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발등 굽힘 및 발바닥 굽힘 등의 움직임에 따른 체표면 

변화에 따라 외피 커버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을 모색하였다. 

또한 발등 커버와 사이드 커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발목 부위를 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와이어 경로를 찾는데 집중하였다. 

 

 
<그림 4-4> 디자인 대안 #5, #5-1 

 

 앞서 전개한 디자인 대안들을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발전시킨 것이 

<그림 4-5>의 디자인 대안 #6과 #7이다. 디자인 대안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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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다이얼의 위치가 발목 양 옆에 있었는데, #5와 #5-1을 거쳐 

다이얼 위치 변경 안을 생각하였고, #6과 #7에 겉창 부근에 부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위치에 부착하고자 한 이유는 향후 웨어러블 

기술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으로 고도화할 경우 다이얼의 위치와 와이어 

경로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즉 설계 및 디자인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모듈로 치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디자인 대안 #7에서 처음으로 발목 스트랩을 추가하였다. 

와이어가 조여지면서 외피 커버들이 발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외피 

커버들의 위치가 불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어서다. 이에 신발의 

최상단인 발목 둘레에서 앵커링 포인트 역할을 수행하는 발목 스트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신발 착용 후 발목을 한 번 더 조여줌으로써 발목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5> 디자인 대안 #6, #7 

 

 다이얼의 위치와 와이어 경로는 최종 디자인으로 확정하기까지 

끊임없이 고민거리가 되었다. 다이얼을 겉창 양 옆에 부착하면 향후 

웨어러블 기술 도입 시 디자인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이얼과 와이어 결합 구조 특성상 다이얼 위치에 가장 

근접한 와이어 부분이 가장 세게 조여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되면 발목 관절이 아닌 발등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림 4-6>의 디자인 대안 #8과 #8-1과 

같은 형상으로 변경하였다. 다이얼의 위치 변경에 따라 와이어의 방향과 

경로가 변경되었고, 다이얼에 가장 근접한 와이어의 위치가 발목 관절 

근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하는 발목 관절 압박 기능이 

적절히 구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발목 뒷부분의 압박력을 개선하고 보행 

시 발뒤꿈치의 안정감을 더해주기 위해 발목 뒷부분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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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발뒤꿈치 부분)를 감싸는 형상으로 외피 디자인을 수정하였다. 

디자인 대안 #8-1의 디자인 시안을 기준으로 프로토타입 제작에 

돌입하였다. 

 

 
<그림 4-6> 디자인 대안 #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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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목업 제작 및 최종 디자인 도출 

2.1 소프트 목업 

 

 디자인 대안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되어 디자인 대안 창안과 

목업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창안한 디자인 대안을 바탕으로 패턴 

개발 및 초기 형상을 잡기 위한 스터디 용도로 제작한 목업은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소프트 목업 작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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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 목업 

 

 소프트 목업에서 색상, 소재, 부자재 등 추가하면서 한 단계 발전된 

형상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거쳤다(<그림 4-8>). 발목 스트랩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기 이전에 3D 펜 등을 활용해 임의로 

형상을 구현해보았다. 또한 압박 장치 구현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해보면서 최종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압박 기능 적용 방식을 

찾아내는 데 실마리를 얻었다.  

 

 

 

<그림 4-8> 디자인 목업 작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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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워킹 목업 

 

 디자인 목업에서 발목 스트랩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발목 스트랩을 

고정할 3D 프린팅 출력물을 제작해 주요 구성 요소로 추가하였다. 워킹 

목업의 착용성, 기능성 등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최종 디자인을 확정, 프로토타입 제작을 

수행하였다.  

 

 

 

<그림 4-9> 워킹 목업 작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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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 제작 

 

 워킹 목업을 기반으로 <그림 4-10>와 같이 최종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그림 4-11>과 같이 압박 기능의 작동성을 확인하여 발목 

관절 부위에 압박력이 가해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림 4-10>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 이미지 

 

 

 

<그림 4-11> 프로토타입의 압박 기능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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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은 프로토타입의 압박 외피 커버와 힐 카운터의 압박 활성 

메커니즘을 나타내었다. 왼쪽 노란색 화살표는 저압박 조건에서의 압박 

위치와 방향, 오른쪽의 녹색 화살표는 고압박 조건에서의 압박 위치와 

방향을 표시하였다. 화살표 두께를 달리하여 압박의 정도 차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였다.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에서는 힐 카운터에 보아 

핏 시스템의 다이얼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등 부분 압박 외피 커버와 

발목 뒷부분 압박 외피 커버가 발목 관절과 발목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감싸면서 밀착이 되도록 하였다.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는 

다이얼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목 관절과 발목 뒷부분이 강하게 입박 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와이어를 최대한 조여주는 상태로 설정하였다. 압박 

정도는 착용자가 프로토타입을 신은 상태에서 와이어를 조절하면서 압박 

외피 커버들이 발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정도를 ‘저압박’으로, 압박 

외피 커버들이 발목 관절과 발목 뒷부분을 강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 

때까지 최대한 조인 상채를 ‘고압박’으로 설정하였다. 두 조건의 

압박력 정도는 착용자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각 착용자 별 

주관적 느낌에 기초하여 적용하였다.  

 

<표 4-1> 프로토타입 압박 조건에 따른 압력 활성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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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 평가 

 

1. 연구참여자 대상 보행 실험 

1.1. 연구참여자의 인체 치수 및 선호 보행 속도 

 

 본 연구에서는 평소 착용하는 신발 사이즈가 270mm(±5mm)라고 

응답한 20~30대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보행 실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10명의 연령은 26.2±2.97세, 키는 

178.7±5.06cm, 체중은 82.3±7.83kg이었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들 

모두 신경계 및 정형계 질환이 없었고, 발 부위 통증 및 무지외반증 

등의 발 변형이 없었다. 실험실 도착 후 프로토타입의 특성과 실험 

순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마틴 계측기를 이용해 발 관련 치수를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발 치수 측정치는 <표 4-2>과 같다.  

 

<표 4-2> 연구 참여자의 발 치수 측정치 

번호 측정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1 발길이_왼쪽 242.00 274.00 260.80 8.60 

2 발길이_오른쪽 248.00 274.00 261.30 8.25 

3 발너비_왼쪽 90.00 113.00 100.90 6.77 

4 발너비_오른쪽 90.00 110.00 99.90 6.35 

5 가쪽복사높이_왼쪽 72.00 85.00 78.50 4.20 

6 가쪽복사높이_오른쪽 71.00 81.00 75.10 2.92 

7 안쪽복사높이_왼쪽 87.00 103.00 93.20 4.59 

8 안쪽복사높이_오른쪽 81.00 95.00 89.80 4.39 

9 종아리최소둘레_왼쪽 224.00 240.00 234.10 5.88 

10 종아리최소둘레_오른쪽 224.00 245.00 235.00 7.39 

11 발목최대둘레둘_왼쪽 255.00 277.00 267.50 6.84 

12 발목최대둘레_오른쪽 252.00 278.00 268.70 7.85 

13 뒤꿈치너비_왼쪽 51.00 73.00 64.70 6.40 

14 뒤꿈치너비_오른쪽 53.00 74.00 65.30 6.86 

*n=10,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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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보행 중 개인의 느끼기에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속도인 선호 보행 속도를 찾게 하였고, 3가지 신발 착용 

조건 모두에서 각자의 선호 보행 속도를 유지한 채 보행하도록 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의 선호 보행 속도는 <표 4-2>에 나타내었다. 10명의 

연구 참여자 중 가장 느린 속도는 3.5km/h였으며, 가장 빠른 속도는 

5.5km/h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선호 보행 속도는 4.64km/h였다. 

단, 보행 데이터 분석에는 데이터 획득 과정에서 노이즈가 심한 1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3> 연구 참여자의 선호 보행 속도 

연구참여자 

번호 
보행 속도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S1 5.50 

3.50 5.50 4.64 0.63 

S2 5.10 

S3 4.30 

S4 4.20 

S5 5.50 

S6 5.00 

S7 4.30 

S8 4.50 

S9 3.50 

S10 4.50 

    *n=10, 단위=km/h  

 

1.2.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등 ROM 변화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신발 착용 조건에 따라 사용자의 발목 움직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발등과 정강이 중앙에 각 1개씩 총 4개의 관성 

센서를 부착해 각 위치에서 얻어진 각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각 

센서의 로컬 X, Y, Z 축 기준으로 발등과 정강이가 움직인 각도 

범위(ROM)를 파악하였다. 이는 발등과 정강이 센서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발목 관절 움직임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우선 각 

센서 부착 위치에서의 ROM 결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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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시상면 상의 발등 ROM 변화  

 

 발등 센서 부착 위치에서의 움직임은 X축 기준은 시상면 상의 

움직임(<표 4-4>)을, Y축 기준은 관상면 상의 움직임(<표 4-5>), 

그리고 Z축 기준은 수평면 상의 움직임(<표 4-6>)을 나타내었다.  

 보행 시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상의 발등 움직임 각도 범위의 

평균을 비교해보았다. <표 4-4>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의 ROM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시상면 상의 발등 ROM 평균을 비교해보면, 왼쪽은 일반 

신발 조건에서 117.73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에서 111.83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 108.81도로 점차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역시 각각 118.80도, 109.94도, 108.55도로 감소하였다.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 내에서 저압박 일 때보다 고압박 조건일 때 

ROM이 더 줄어들었으며, 발목 관절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함에 따라 

시상면 상의 발등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4>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상의 발등 ROM 

기준축 발등 센서 X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133.66 124.14 121.72 134.89 117.14 114.41 

S2 121.97 114.61 112.03 106.24 102.06 98.76 

S4 110.75 99.58 97.76 110.24 97.72 100.18 

S5 133.42 118.93 118.97 126.94 112.34 115.81 

S6 109.44 107.91 103.38 116.72 112.47 109.01 

S7 105.21 101.11 95.83 111.60 102.66 99.39 

S8 122.04 120.80 116.55 133.52 129.74 128.87 

S9 106.83 103.53 100.27 113.63 100.15 97.61 

S10 116.25 115.87 112.78 115.40 115.21 112.87 

평균 117.73 111.83 108.81 118.80 109.94 108.55 

표준편차 10.79 9.05 9.68 10.41 10.27 10.54 

*n=9, 단위: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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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상면 상의 발등 ROM 변화 

 

 보행 시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관상면 상의 발등 움직임 각도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표 4-5>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의 ROM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상면 상의 발등 ROM 평균을 비교해보면, 왼쪽은 일반 신발 

조건에서 35.15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에서 26.12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 22.97도로 점차 줄었다. 오른쪽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반 신발 32.80도, 25.95도, 25.90도로 감소하였다.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 내에서도 저압박 일 때보다 고압박 조건에서 

ROM이 감소한 것을 근거로, 발목 관절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함에 

따라 관상면 상의 발등 움직임이 제한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4-5>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관상면 상의 발등 ROM 

기준축 발등 Y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32.10 39.26 41.12 40.82 35.79 31.19 

S2 38.43 27.33 18.75 26.97 27.95 32.71 

S4 49.24 26.20 18.28 39.58 19.81 26.09 

S5 34.79 25.37 22.51 30.49 31.01 24.25 

S6 24.76 17.81 16.39 29.59 19.67 21.83 

S7 37.96 20.85 20.34 30.45 24.13 19.51 

S8 56.32 37.93 31.48 38.80 29.54 29.39 

S9 23.89 15.68 15.83 23.43 21.96 23.73 

S10 18.88 24.62 22.06 35.03 23.69 24.36 

평균 35.15 26.12 22.97 32.80 25.95 25.90 

표준편차 12.12 8.08 8.25 6.06 5.49 4.38 

*n=9, 단위: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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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수평면 상의 발등 ROM 변화 

 

 이어 보행 시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수평면 상의 발등 움직임 각도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표 4-6>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의 ROM이 줄어들었다. 각 

조건에서 수평면 상의 발등 ROM 평균을 비교해보면, 왼쪽의 경우 일반 

신발 조건에서 45.23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37.38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 36.01도로 감소했다. 오른쪽 발등에서도 각각 일반 

42.54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31.02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29.60도로 

줄었다.  

 

<표 4-6>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수평면 상의 발등 ROM 

기준축 발등 Z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58.44 43.04 46.73 55.47 38.59 32.38 

S2 30.06 33.74 32.46 44.46 37.09 38.21 

S4 40.91 40.77 31.25 36.73 25.03 24.30 

S5 49.79 41.32 37.29 55.64 35.59 24.82 

S6 47.82 31.88 33.99 44.96 33.20 33.72 

S7 50.62 37.83 34.68 44.59 33.92 32.42 

S8 28.69 32.45 33.69 25.45 19.18 22.31 

S9 48.46 36.93 36.95 32.40 30.13 31.33 

S10 52.30 38.48 37.05 43.15 26.46 26.90 

평균 45.23 37.38 36.01 42.54 31.02 29.60 

표준편차 10.09 4.01 4.54 9.88 6.38 5.26 

*n=9, 단위: degree 

 

 각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상의 발등 ROM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는 <그림 4-12>에 제시하였으며, 일반 

신발 - 프로토타입 저압박 - 프로토타입 고압박 순으로 ROM 평균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 및 압박 여부가 발등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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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세 개 기준면 상의 발등 ROM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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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정강이 ROM 변화 

 

 다음은 정강이 센서 부착 위치에서의 각 축에 대한 움직임 각도의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발등 센서와 정강이 센서의 부착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강이 센서 부착 위치에서의 움직임은, X축 기준 

데이터는 시상면 상의 움직임(<표 4-7>)을, Y축 기준은 수평면 상의 

움직임(<표 4-8>), 그리고 Z축 기준은 관상면 상의 움직임(<표 4-

9>)을 나타낸다.  

 

1.3.1. 시상면 상의 정강이 ROM 변화 

 

 보행 시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상의 정강이 움직임 각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표 4-7>에 나타난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의 ROM이 감소했다. 시상면 상의 정강이 ROM 평균을 

비교해보면, 왼쪽의 경우 일반 신발 조건에서 77.64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에서 76.85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 73.49도로 점차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오른쪽도 같은 순서로 78.36도, 76.85도 

72.42도로 줄었다.  

  

<표 4-7>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상의 정강이 ROM 

기준축 정강이 X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84.72 87.22 77.15 90.28 88.06 66.80 

S2 74.15 70.40 62.96 69.49 74.72 69.16 

S4 82.75 77.16 77.21 78.03 69.02 69.65 

S5 75.48 67.98 65.82 76.73 75.12 71.93 

S6 80.74 82.48 81.30 78.78 76.49 79.07 

S7 71.77 77.77 66.34 74.57 75.54 67.51 

S8 79.06 81.01 80.24 81.99 78.50 79.18 

S9 61.08 59.03 64.06 68.95 71.98 66.69 

S10 89.04 88.57 86.34 86.42 82.25 81.78 

평균 77.64 76.85 73.49 78.36 76.85 72.42 

표준편차 8.24 9.57 8.72 7.11 5.61 5.96 

*n=9, 단위: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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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평면 상의 정강이 ROM 변화 

 

 다음은 보행 시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수평면 상의 정강이 움직임 

변화다. <표 4-8>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보다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 ROM이 감소했다. 수평면 상의 정강이 ROM 

평균을 비교해보면, 왼쪽의 경우 일반 신발 조건에서 35.98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29.35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 

28.77도로 점차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오른쪽 역시 각각 35.78도, 

28.18도, 27.35도로 감소하였다. 

 

<표 4-8>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수평면 상의 정강이 ROM 

기준축 정강이 Y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42.60 35.30 29.24 42.52 36.63 28.67 

S2 36.95 37.24 30.72 46.53 41.52 34.71 

S4 54.11 23.81 27.24 57.41 25.94 30.50 

S5 35.64 27.18 30.03 35.54 31.35 32.10 

S6 24.93 28.21 25.12 25.99 21.85 22.55 

S7 29.89 22.09 22.29 33.08 25.99 24.69 

S8 25.87 25.57 21.82 28.02 29.29 27.63 

S9 35.56 32.56 34.15 21.38 18.30 22.84 

S10 38.26 32.22 38.28 31.58 22.75 22.44 

평균 35.98 29.35 28.77 35.78 28.18 27.35 

표준편차 8.95 5.24 5.37 11.28 7.40 4.51 

*n=9, 단위: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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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관상면 상의 정강이 ROM 변화 

 

 보행 시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관상면 상의 정강이 각도 변화는 <표 

4-9>과 같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의 ROM이 감소했다. 관상면 상의 정강이 ROM 

평균을 비교해보면, 왼쪽에서 일반 신발 20.52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24.95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 23.88도로 줄었고, 

오른쪽에서도 각각 13.95도, 16.14도, 15.75도로 감소했다. 

 

<표 4-9>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관상면 상의 정강이 ROM 

기준축 정강이 Z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42.93 35.63 32.75 15.12 18.35 13.37 

S2 18.58 26.20 23.99 10.70 8.87 8.16 

S4 15.16 9.74 9.87 19.70 9.73 8.04 

S5 32.00 46.58 47.51 25.64 39.09 38.99 

S6 7.09 18.69 16.26 16.38 12.26 14.53 

S7 7.08 22.96 29.55 11.61 6.14 11.84 

S8 27.66 25.00 25.04 8.90 16.10 13.65 

S9 21.74 23.17 13.43 6.75 6.08 3.73 

S10 12.41 16.57 16.54 10.78 28.60 29.41 

평균 20.52 24.95 23.88 13.95 16.14 15.75 

표준편차 11.97 10.79 11.66 5.92 11.16 11.26 

*n=9, 단위: degree 

 

 각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수평면, 관상면 상의 정강이 ROM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는 <그림 4-13>에 제시하였으며, 일반 

신발 - 프로토타입 저압박 - 프로토타입 고압박 순으로 ROM 평균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 및 압박 여부가 

정강이의 움직입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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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세 개 기준면 상의 정강이 ROM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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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관절의 ROM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관성 센서를 부착 발등과 

정강이 위치에서의 ROM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든 위치에서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순으로 3개의 면 상의 ROM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프로토타입의 착용으로 인해 하지의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1.4.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 ROM 변화 

 

 발등과 정강이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발목 관절의 각도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3가지 신발 착용 조건에서의 각 축 기준의 ROM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프로토타입 착용이 발목 관절의 움직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행 실험에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바가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의 움직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통한 

평균 비교뿐만 일원분산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단순 수치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발등 및 정강이 센서를 통해 도출한 발목 관절의 각 축에 대한 

움직임의 X축 기준 데이터는 시상면 상의 움직임(<표 4-10>)을, Y축 

기준은 관상면 상의 움직임(<표 4-11>), 그리고 Z축 기준은 수평면 

상의 움직임(<표 4-12>)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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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시상면 상의 발목 관절 ROM 변화 

 

보행 시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상의 발목 관절 움직임 각도 

데이터를 <표 4-10>에 나타내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 ROM이 감소하였다. 

시상면 상의 발목 관절 ROM 평균을 비교했을 때, 왼쪽의 경우 일반 

신발 조건에서 69.36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56.23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 51.22도로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른쪽 

역시 각각 73.46도, 51.11도, 50.56도로 줄었다.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 

내에서도 저압박보다 고압박 조건에서 ROM이 줄었다. 

 

<표 4-10>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상의 발목 관절 ROM 

기준축 발목 관절 X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79.80 67.73 70.80 74.62 53.05 56.23 

S2 76.46 66.07 66.02 68.37 49.35 50.60 

S4 87.56 40.88 34.82 86.24 49.36 42.94 

S5 90.43 61.26 62.28 78.32 48.71 54.80 

S6 47.92 43.74 36.37 59.06 54.90 45.73 

S7 46.89 54.43 38.58 55.71 40.97 46.57 

S8 66.43 66.35 56.06 110.14 64.70 65.21 

S9 73.23 64.09 54.87 74.62 56.87 53.15 

S10 55.52 41.50 41.21 54.02 42.11 39.83 

평균 69.36 56.23 51.22 73.46 51.11 50.56 

표준편차 16.26 11.35 13.74 17.54 7.35 7.78 

*n=9, 단위: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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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관상면 상의 발목 관절 ROM 변화 

 

 관상면 상의 발목 관절 움직임 변화는 <표 4-11>에 나타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의 

ROM이 감소하였다. 관상면 상의 발목 관절 ROM 평균을 보면, 왼쪽의 

경우 일반 신발 조건 47.48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에서 35.25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 29.89도로 감소했다. 오른쪽도 같은 순서로 

44.92도, 33.60도, 30.30도로 ROM이 줄었다. 프로토타입 조건 내에서 

저압박 일 때 고압박 조건에서 관상면 상의 발목 관절 ROM이 

제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11>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관상면 상의 발목 관절 ROM 

기준축 발목 관절 Y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46.55 68.34 65.67 42.58 45.00 34.58 

S2 40.15 46.66 30.75 59.80 45.52 45.60 

S4 85.81 23.99 15.89 70.88 20.40 16.29 

S5 58.24 39.44 35.11 44.80 42.26 39.44 

S6 22.48 27.49 23.25 42.75 35.50 32.29 

S7 51.04 24.88 22.79 25.59 19.59 14.93 

S8 56.91 31.07 18.20 32.49 30.42 29.93 

S9 30.85 32.86 31.95 33.60 29.40 24.28 

S10 35.28 22.48 25.36 51.75 34.33 35.37 

평균 47.48 35.25 29.89 44.92 33.60 30.30 

표준편차 18.68 14.68 14.83 14.18 9.68 10.21 

*n=9, 단위: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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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수평면 상의 발목 관절 ROM 변화 

 

 <표 4-12>에는 수평면 상의 발목 관절 움직임 각도 범위의 평균 비교 

결과를 나타냈다. ROM 평균 비교 결과,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일반 신발 

착용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 감소하였다. 신발 착용 

조건 별 수평면 상의 발목 관절 ROM 평균을 보면, 왼쪽의 경우 일반 

신발 조건에서 39.30도,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30.23도,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 29.42도로 줄었다. 오른쪽도 같은 순서로 42.42도, 

26.17도, 25.56도로 감소했다. 

 

<표 4-12>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수평면 상의 발목 관절 ROM 

기준축 발목 관절 Z축 

발 위치 왼쪽 오른쪽 

연구 참여자 

번호 

신발 착용 조건 신발 착용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S1 25.39 16.73 17.50 46.35 21.31 20.27 

S2 19.75 20.67 18.19 37.74 35.13 35.48 

S4 43.93 36.90 30.13 50.29 29.70 24.89 

S5 28.26 21.89 24.27 34.56 19.86 23.94 

S6 47.33 48.54 46.22 57.60 35.17 43.79 

S7 47.56 19.03 16.21 50.01 30.60 26.75 

S8 53.32 52.39 54.35 23.50 13.75 15.79 

S9 37.65 24.85 28.32 32.48 28.80 30.05 

S10 50.55 31.05 29.58 49.28 21.18 18.09 

평균 39.30 30.23 29.42 42.42 26.17 25.56 

표준편차 12.13 13.08 13.11 10.91 7.44 8.84 

*n=9, 단위: degree 

 

 각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수평면, 관상면 상의 발목 관절 

ROM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는 <그림 4-14>에 제시하였으며, 

일반 신발 - 프로토타입 저압박 - 프로토타입 고압박 순으로 ROM 

평균 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프로토타입의 디자인 

및 압박 여부가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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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세 개 기준면 상의 발목 관절 ROM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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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세 개 기준면 상의 발목 관절 ROM 평균 비교 

 

 앞서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상의 발목 관절 ROM의 평균값이 일반 

신발 조건,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 순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신발보다 프로토타입 착용시,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 내에서는 저압박보다 고압박 조건이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각 조건 별 ROM 

평균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던컨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3>에 정리하였다. 

 오른쪽 시상면 상(X축 기준)에서 발목 관절 ROM 평균이 일반 신발 

조건보다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오른쪽 수평면 상(Z축 기준)에서의 발목 관절 ROM 

평균은 일반 신발 조건보다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왼쪽 시상면 상, 오른쪽 

관상면 상(Y축 기준)에서의 일반 신발 조건 발목 관절 ROM 평균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보다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프로토타입 조건 내에서는 저압박과 고압박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원분산분석 및 던컨의 사후 검정 결과 왼발보다 오른발에서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ROM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3>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 ROM 평균 비교 

구분 

실험 조건 

F-비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평 균(표준 편차) 

왼쪽 
X축 69.36a(16.26)  56.23ab(11.35)  51.22b(13.74) 4.07* 

Y축 47.48(18.68) 35.25(14.68) 29.89(14.83) 2.80 

Z축 39.30(12.13) 30.23(13.08) 29.42(13.11) 1.66 

오른쪽 
X축 73.46a(17.54) 51.11b(7.35) 50.56b(7.78) 10.91*** 

Y축 44.92a(14.18) 33.60b(9.68) 30.30b(10.21) 3.98* 

Z축 42.42a(10.91) 26.17b(7.44) 25.56b(8.84) 9.19** 

**p<.05, **p<.01, ***p<.001 

*Duncan의 비교 결과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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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 각도 변동성 

   

 발목 관절에서는 각도의 변동성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보행 주기 동안 안정적인 패턴으로 보행했는지 추론해볼 수 

있었다(김정윤 et al., 2014). 보행 주기 동안 연구 참여자의 발목 관절 

움직임의 안정성과 균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도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각도의 패턴 변동성은 각 연구 참여자의 개인별 ROM 평균의 

표준편차로 정의하였으며(김정윤 et al., 2014), 절대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줄어들어 그만큼 보행 시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패턴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14>은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발목 관절 각도의 패턴 변동성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수치 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일반 신발 보건보다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에서 

변동성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 신발 조건보다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패턴으로 보행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 내에서 살펴보면 저압박 조건보다 고압박 

조건에서 변동성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약한 압박보다 지속적인 

강한 압박이 오히려 보행 변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각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상의 발목 관절 각도 변동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는 <그림 

4-15>에 제시했다. 

 

<표 4-14>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 각도 변동성 

구분 

실험 조건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평 균(표준 편차) 

왼쪽 
X축 3.15(0.84) 2.68(0.56) 3.10(1.01) 

Y축 3.05(0.75) 2.43(0.36) 2.56(0.71) 

Z축 2.40(0.32) 2.08(0.24) 2.27(0.44) 

오른쪽 
X축 3.40(0.91) 2.96(0.78) 3.52(1.19) 

Y축 2.95(0.64) 2.50(0.28) 2.75(0.56) 

Z축 2.43(0.42) 2.11(0.26) 2.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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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세 개 기준축의 양쪽 발목 각도 변동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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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대상 사용성 설문 평가 
 

 보행 실험에 참여한 10명의 연구 참여자는 모든 조건의 보행 실험을 

마친 후 사용성 설문 평가를 수행했다. 보행 실험 동안 느꼈던 착용감과 

휴식 시간 및 프로토타입 착탈 시의 사용성 만족도와 전반적인 외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 평가 결과에 대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2.1. 기능의 구동성 평가 

 

 <그림 4-16>와 같이 ‘기능의 구동성’은 압박 장치의 기능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장치 즉, 압박 기능 장치의 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발목 압박 기능의 편안한 정도와 해

당 기능이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림 4-16> ‘기능의 구동성’ 평가 항목 

 

  기능의 구동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4-15>에 나타냈다. 응답자 

중 70%(7명)가 ‘발목 압박 기능이 편안하고 보행에도 도움된다’고 답하

였다. 응답자의 10%(1명)가 ‘발목 압박 기능이 불편하지만, 보행에는 

도움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총 응답자 중 80%가 프로토타입 착용 시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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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기능의 구동성 

구분 항목 명(%) 

기능의 

구동성 

발목 압박 기능 편안하고, 보행에도 도움 7(70) 

발목 압박 기능 편안하지만, 보행에 별로 도움되지 않음 1(10) 

발목 압박 기능 불편하지만, 보행에는 도움 1(10) 

발목 압박 기능 불편하며, 보행에도 별로 도움되지 않음 1(10) 

합계 10(100) 

*n=10, 빈도분석결과 

 

2.2. 사용의 편의성 평가 

 

 <그림 4-17>과 같이 ‘사용의 편의성’은 압박 장치의 사용성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장치와 사용자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문항을 제시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림 4-17> ‘사용의 편의성’ 평가 항목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의 핵심 기능인 압박 기능 장치의 

사용성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본 결과 <표 4-16>과 

같았다. ‘압박 장치가 보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문항에 3.9점, ‘압박 

장치의 구현 방식이 적절하다’는 문항에는 4.1점, ‘압박 장치의 부착 

위치’에 대해서는 4.5점의 평가를 받아 압박 기능 장치의 사용 편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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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16> 사용의 편의성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사용의 

편의성 

압박 장치가 보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90 0.99 

압박 장치의 구현 방식이 적절하다 4.10 0.57 

압박 장치의 부착 위치가 적절하다 4.50 0.71 

*n=10  

*1~5 scale(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2.3. 신체적 안정성 평가 

 

 <그림 4-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체적 안정성’은 프로토타입 착용 

직후 압박 장치 저압박 상태에서 프로토타입의 맞음새 만족도를 

알아보고, 압박 강도(저압박·고압박)에 따라 주요 압박 부위 별 착용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이에 대한 착용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발과 압박 기능 장치 전반을 포함하는 ‘통합 제품’과 사용자의 

외적(신체적) 접점에서 일어나는 정적 현상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림 4-18> ‘신체적 안정성’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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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직후 압박 장치를 저압박 상태에서 설정한 뒤 프로토타입의 

맞음새 만족도 평가 문항들은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으로 구성하였고, 맞음새 부위는 <그림 

4-19>에, 평가 결과는 <표 4-17>에 나타내었다. ‘발 길이’ 3.6점, 

‘앞꿈치 폭’ 3.5점, ‘뒤꿈치 폭’ 4.0점, ‘발등’ 3.8점, ‘발볼 주변’ 3.6점, 

‘발목 높이’ 3.6점 등 모든 항목에서 3.5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그림 4-19> ‘신체적 안정성 – 신발 맞음새’ 평가 참조 이미지 

1. 앞꿈치 2. 뒤꿈치 3. 발등 부분 4. 발볼 주변, 5. 발목 높이 

 

<표 4-17> 신체적 안정성 – 신발 맞음새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신체적 

안정성 

 

발길이가 적절하다 3.60 0.97 

앞꿈치 폭이 적절하다 3.50 1.08 

뒤꿈치 폭이 적절하다 4.00 0.82 

발등 부분이 적절하다 3.80 0.63 

발볼 주변 맞음새가 적절하다 3.60 1.17 

발목 높이가 적절하다 3.60 0.70 

*n=10  

*1~5 scale(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신체적 안정성’ 항목에서 압박 기능 강도에 따라 압박이 가해지는 주요 

부위 별 착용감의 차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4-18>에 정리하였다. 

‘발목 뒷부분’과 ‘압박 장치 전반’에 대한 맞음새 만족도는 압박 기능을 

강하게 부여했을 때 약한 압박을 적용했을 때보다 평가가 좋았다. 반면, 

‘발등 부분’, ‘발볼 주변’, ‘복사뼈 주변’ 등 부위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복사뼈를 기준으로 신체를 관상면으로 구분했을 

때, 관상면 기준으로 앞쪽 부분에서는 느슨한 압박을, 뒤쪽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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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압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4-20> ‘신체적 안정성 – 압박 장치 맞음새’ 평가 참조 이미지 

1. 발목 뒷부분  2. 발등 부분 3. 발볼 주변 4. 복사뼈 주변 

 

<표 4-18> 신체적 안정성 – 압박 장치 맞음새 

구분 부위 압박 기능 강도 평 균 표준 편차 

신체적 

안정성 

 

발목 뒷부분 
저 3.30 0.95 

고 4.10 0.32 

발등 부분 
저 3.80 0.42 

고 3.30 0.95 

발볼 주변 부위 
저 4.20 1.14 

고 3.20 0.79 

복사뼈 주변 부위 
저 4.30 0.67 

고 4.00 0.67 

압박 장치 전반 
저 3.40 1.35 

고 3.80 0.92 

*n=10  

*1~5 scale(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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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체적 활동성 평가 

 

 <그림 4-21>과 같이 ‘신체적 활동성’은 보행 주기 동안의 사용자가 

느끼는 착용감과 보행 및 착탈 시 전반적인 착용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 제품과 사용자의 외적(신체적) 접점에서 일어나는 동적 현상에 

대한 평가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보행시 발목 안정감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4-22>와 같이 ‘초기 닿기 시작 구간’, ‘발꿈치 들림 시작 구간’, 

‘흔듦 구간’ 등 3개의 주요 보행 구간을 지정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4-21> ‘신체적 활동성’ 평가 항목 

 

 
<그림 4-22> ‘신체적 활동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주요 보행 구간(Neumann, 2013) 

1. 초기 닿기 시작 구간, 2. 발꿈치 들림 시작 구간, 3. 흔듦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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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와 같이 ‘초기 닿기 시작 구간’은 3.8점, ‘발꿈치 들림 시작 

구간’은 3.7점, ‘흔듦 구간’은 3.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보행 

구간’에서는 3.9점 등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행 시 ‘전반적인 착용감’은 3.8점, ‘무게’ 4.0점으로 

평가했으며, 착탈 용이성에 대해서는 3.3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점수를 얻어 착탈 방식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9> 신체적 활동성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신체적 

활동성 

 

보행시  

발목 안정감 

초기 닿기 시작 구간 3.80 0.63 

발꿈치 들림 시작 구간 3.70 1.06 

흔듦 구간 3.70 0.67 

전체 보행 구간 3.90 0.74 

일 반 

전반적인 착용감 3.80 0.42 

무게가 적절하다 4.00 0.82 

신고 벗기 편하다 3.30 0.82 

*n=10  

*1~5 scale(1=매우 나쁘다, 2=나쁘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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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심미적 수용성 평가 

 

 <그림 4-23>과 같이 ‘심미적 수용성’은 프로토타입의 형태, 색상, 

소재, 등 심미적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통합 제품과 사용자의 내적 

접점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에 대한 평가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4-23> ‘심미적 수용성’ 평가 항목 

 

 평가 결과는 <표 4-20>에 나타내었다. 프로토타입의 ‘형태’, ‘색상’, 

‘소재’, ‘내구성’ 문항에는 각각 3.7점, 3.6점, 3.7점, 3.6점 등 평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디자인 부분은 3.2점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프로토타입을 

착용했을 때의 사용자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신체 

이미지’에는 2.7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프로토타입 제작은 숙련도가 높지 않은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을 함에 

따라 마감 품질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프로토타입 고도화 시 기능성 향상은 물론 되도록 많은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스타일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토타입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표 4-21>과 같이 3.7점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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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심미적 수용성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심미적 

수용성 

전반적인 디자인에 만족한다 3.20 1.03 

형태가 적절하다 3.70 0.67 

색상이 적절하다 3.60 0.84 

소재가 적절하다 3.70 0.95 

내구성이 적절하다 3.60 0.70 

신체 이미지에 만족한다 2.70 0.95 

*n=10  

*1~5 scale(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4-21> 종합적인 만족도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종합 점수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3.70 0.82 

*n=10  

*1~5 scale(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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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설문 평가 
 

프로토타입의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

가 항목은 크게 디자인 부분과 압박 기능 관련 부분, 전반적인 부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해당 항목에 각각 15문항, 13문항, 2문항으로 세분화,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의뢰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6인으로, 의류학, 의공학, 재활공학 및 

재활의학, 의류 제품 개발, 운동화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서 20년 

내외의 실무 및 연구 경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디자인 부분과 압박 기능 관련 부분에 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5점 리커트 척도는 각 문항의 문맥에 따라 

‘전혀 아니다/매우 나쁘다’를 1점, ‘아니다/나쁘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좋다’를 4점, ‘매우 그렇다/매우 

좋다’를 5점으로 하였다. 설문 평가 결과의 통계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위하여 직접 대면하여 프로토타입 

실물과 상세 설명 사진, 보행 실험 영상을 참고 자료로 제시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단, 직접 대면이 어려운 전문가 1인은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였다. 전체 문항 중 ‘압박 기능의 보행 기여도’와 ‘종합적 

평가’ 항목은 프로토타입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항목의 문항을 제외하고 온라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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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 부분에 관한 평가 

 

 디자인 부분에 관한 평가는 색상과 소재, 부위별 맞음새 및 지퍼와 

스트랩 등 특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고, 

결과는 <표 4-22>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4.33점, ‘디자인 

균형감’은 4.17점을 받았다. ‘색상’의 적절함에 대해 4.17점을 얻었다. 

 소재 부분과 관련, 메인 원단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신발 본체 소재 

선택의 적절성’은 4.17점을, ‘발목 스트랩 소재’ 4.33점, ‘압박을 위한 

외피 커버 소재’은 4.00점 평가를 받았다. 압박용 외피 커버와 같은 

소재를 적용한 ‘힐 카운터의 안정감’에 대해서는 4.17점을 부여했다. 

 부위별 맞음새 부분에서는 전체 실루엣을 기준으로 각 부위에 대한 

비율과 맞음새에 대한 평가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전체 실루엣에 

대한 발 길이의 비율’은 4.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앞꿈치 부분’은 

4.17점으로 평가되었다. ‘뒤꿈치 부분’과 ‘발등 부분’, ‘발 너비’에 대한 

평가는 모두 4.0점의 결과를 얻었으며, ‘발목 높이’에 대해서는 4.33점을 

받았다. 

 ‘지퍼의 위치와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4.0점, ‘발목 스트랩 위치와 

적용 방식의 적절성’에 관한 문항은 4.33점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의 디자인 부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4.0점 

이상을 얻었다. 이는 사용자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한 연구 참여자 설문 

평가에서 디자인 관련 문항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은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제품의 기능적 디자인과 개선 가능성에 집중한 전문가 집단과,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으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 

집단의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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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디자인 부분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전체 
전반적인 디자인이 좋은가? 4.33 0.52 

전반적인 디자인적 균형감이 좋은가? 4.17 0.75 

색상 색상의 선택이 적절한가? 4.17 0.75 

소재 

신발 본체 소재의 선택이 적절한가? 4.17 0.75 

발목 스트랩의 소재 선택이 적절한가? 4.33 0.82 

압박을 위한 외피 커버의 소재 선택이 적절한가? 4.00 1.10 

힐카운터가 발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형태인

가? 
4.17 0.75 

부위 별 

맞음새 

전체 실루엣에 대한 발 길이의 비율이 적절한가? 4.50 0.55 

전체 실루엣에 대한 앞꿈치 부분 맞음새가 적절한가? 4.17 0.41 

전체 실루엣에 대한 뒤꿈치 부분 맞음새가 적절한가? 4.00 0.63 

전체 실루엣에 대한 발등 부분 맞음새가 적절한가? 4.00 0.00 

전체 실루엣에 대한 발 너비가 적절한가? 4.00 0.63 

전체 실루엣에 대한 발목 높이가 적절한가? 4.33 0.52 

지퍼 및 

스트랩 

지퍼의 위치 및 사용 방식 적용이 적절한가? 4.00 0.89 

발목 스트랩의 위치 및 적용 방식 적용이 적절한가? 4.33 0.52 

*n=6  

*1~5 scale(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８５

3.2. 압박 기능 관련 부분에 관한 평가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 핵심 기능인 압박 기능 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춘 

문항으로 구성된 부분이다. 전체에 대한 문항을 비롯해, 압박 장치의 

외관 및 사용성, 와이어, 압박 장치의 보행 기여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받았다. 

 압박 기능 관련 부분과 압박 장치의 보행 기여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4-23>, <표 4-24>에 정리하였다. 발목 압박 기능성 구현에 주된 

역할을 하는 ‘와이어 및 외피 커버 형상’이 발과 발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67점으로 방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가까운 평가를 

얻었다. ‘압박 장치가 신발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4.17점을 부여하였다.  

 압박 장치의 외관 및 사용성 관련 부분에서는, ‘압박 부착 위치의 

적절성’ 3.50점을 받았다. 압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아 핏 

시스템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권장되었으며, 특히 안쪽에 부착된 

다이얼은 보행 시 양 다리가 교차될 때 간섭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압박 장치 구현 방식의 적절성’ 3.83점, ‘압박을 위한 발등 부분 외피 

커버 형태의 적절성’ 3.83점, ‘압박을 위한 발목 뒤쪽 부분 외피 커버의 

형태의 적절성’은 3.50점을 얻었다.  

 압박 장치 기능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와이어 부분을 

따로 구성하여 문항을 제시하였다. ‘와이어 진행 경로의 적설정’과 

‘와이어 진행 방향의 적절성’은 모두 4.17점을 받았다. ‘와이어 길이의 

적절성’은 4.33점, ‘와이어 진행 경로 구간 내 고정점 위치의 적절성’은 

4.00점, ‘와이어 진행 경로 구간 내 고정점 개수의 적절성’은 

4.33점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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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압박 기능 관련 부분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전체 

와이어 및 외피 커버 형상이 발과 발의 움직임에 방해

되지 않는가?(매우 방해된다:1점 <->전혀 방해되지 않

는다: 5점) 

3.67 1.21 

압박 장치가 신발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가? 4.17 0.75 

압박 장치의 

외관 및  

사용성 

압박 장치의 부착 위치가 적절한가? 3.50 1.05 

압박 장치의 구현 방식이 적절한가? 3.83 0.75 

압박을 위한 발등 부분 외피 커버의 형태가 적절한가? 3.83 0.98 

압박을 위한 발목 뒤쪽 부분 외피 커버의 형태가 적절

한가? 
3.50 0.84 

와이어 

압박을 위한 와이어 진행 경로가 전반적으로 적절한가? 4.17 0.75 

압박을 위한 와이어 진행 경로의 진행 방향이 적절한

가? 
4.17 0.75 

압박을 위한 와이어 진행 경로의 길이가 적절한가? 4.33 0.82 

압박을 위한 와이어 진행 경로 구간에 위치한 고정점의 

위치가 적절한가? 
4.00 0.89 

압박을 위한 와이어 진행 경로 구간에 위치한 고정점의 

개수가 적절한가? 
4.33 0.52 

*n=6  

*1~5 scale(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압박 장치가 착용자의 보행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에 앞서 

프로토타입 실물을 착용하거나 작동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보행 실험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시하여 각 신발 착용 조건 

간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평가 

결과,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에서 발목 흔들림이 적절히 

제어되었는가’에 대하여 4.40점을, ‘압박 장치가 보행에 도움 되는가’에 

대해서 4.20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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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압박 기능의 보행 기여도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보행 기여도 

압박 기능의 고압박 조건에서 발목 흔들림이 적절하게 

제어되었는가? 
4.40 0.55 

압박 장치가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4.20 0.45 

*n=5  

*1~5 scale(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3.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평가  

 

 프로토타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고차원의 기술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표 4-25>와 같이 프로토타입의 

종합 점수는 8.20점을 받았다. 프로토타입의 수동형 압박 기능 구현 

방식을 사용자의 보행 주기 및 보행 성향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압박력이 가해지는 능동형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면, 보행 안정성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7.80점을 받았다. 

평균 이상의 평가 결과이지만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 종합 점수보다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현재의 수동형 메커니즘을 능동형으로 

변환할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5> 전문가 종합 평가 

구분 문 항 평 균 
표준 

편차 

총 평 

현 프로토타입의 수동형 시스템이 사용자의 보행 주기 

및 보행 성향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압박력이 

가해지는 능동형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면, 보행 안정성 

향상에 도움될 것이다. 

7.80 1.30 

현 프로토타입의 종합적인 평가 점수 8.20 0.84 

*n=5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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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평가하였다. 발목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착용자의 발목 관절 압박 여부를 통해 보행 시 발목 

움직임의 변화와 착용자 관점의 주관적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은 ‘최소한의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둔 작은 

단위의 제품을 의미하는 ‘최소 요건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개념을 기본 원칙으로 개발하였다. ‘발목 관절 압박’이라는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동형 압박 장치를 적용한 

신발’이라는 최소 단위 제품이다. 개발 과정은 의상디자인, 공학, 

환경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디자인 프로세스 특성이 반영된 Labat & 

Sokolowski(1999)가 제안한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A Three-

stage Design Process)의 기본 흐름을 따랐다. 본 연구 과정에는 

의류학을 비롯하여 기계공학, 생체공학 등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의 

협업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3단계 디자인 프로세스’를 골자로 

본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세부 과정을 응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목 관절을 보호하거나 지지, 압박하는 등의 발목 보조 방법을 

고찰하고 기능성 신발 및 보조기구, 스마트 신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개발 동향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발목 압박 기능 

구현 방법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정립하였다. 발목을 

잡아주고 주변 근육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발목 테이핑과 발목 

보호대가 조사되었다. 발목 테이핑 방법과 기존 발목 보호대(섬유형)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발목 관절 부위를 넓은 면적으로 부드럽게 감싸는 

형태의 기본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다이얼과 와이어의 간편한 

구성만으로도 압박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보아 핏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발목 관절 부위를 압박하기로 하였다. 기본적인 디자인 

콘셉트와 발목 압박 구현 방식을 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용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기본 디자인 콘셉트와 발목 압박 기능 적용 

방식, 사용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디자인 리서치를 수행하여 연구 

목적을 아우르는 디자인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이에 발목 최소 둘레를 

덮는 높이의 하이탑 형태에 압박력이 발 표면과 발목 관절에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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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될 수 있는 밀착형 실루엣, ‘보아 핏 시스템’과 같은 다이얼과 

와이어 구조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둘째, 디자인 리서치 수행 결과를 토대로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 

디자인 대안들을 창안하고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 목업(Mock 

up) 제작을 통해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 인체 치수는 제6차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의 

20~30대 남성 평균 발 직선 길이(256.33mm)를 선정하였다. 신발의 

길이는 실제 발 직선 길이보다 약 12~20mm 길어야 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기준 발 사이즈를 

270mm(±5mm)로 정하였다. 기준 사이즈로 선정한 남성 270mm 

사이즈에 맞춰 ML270E(KS G3405-2001)에 부합하는 라스트를 

확보하여 이를 기준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리서치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면서 디자인 대안들을 

창안하였다. 협업 연구자들간 소통을 통해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디자인 대안들을 고안하였다. 디자인 대안들을 

선별하고 정제하였다. 스터디 목업-콘셉트 목업-워킹 목업 순으로 

단계별 목업 제작을 통해 아이디어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2차원 도안을 

3차원 실물로 구현해봄으로써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진 워킹 목업을 

기초로 하여 프로토타입 제작 기준이 될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셋째, 최종 단계 목업 디자인과 설계안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 신발 프로토타입은 상부, 저부(중창, 겉창), 

압박용 외피 커버, 압박을 위한 보아 핏 시스템, 발목 스트랩, 지퍼 

등으로 구성하였다. 프로토타입의 메인 원단은 네오프렌 소재를 

선정하여 겉감에 적용하였다. 주로 잠수복이나 의지 보조기 등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로, 가볍고 유연하고 신체에 편안하게 밀착되면서도 

탄력성이 있다. 안감에는 폴리에스터 소재의 메시(mesh) 원단을, 

압박용 외피 커버는 PVC 비닐을 적용하였다. 겉창은 TPU 소재의 

폼(Foam)과 고무 밑창이 결합된 기성품을 활용하였다. 선정 라스트를 

기준으로 신발 상부 패턴, 압박용 외피 커버 패턴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각각의 패턴에 원단을 재단하고, 상부 겉감과 안감, 압박용 외피 커버, 

압박 장치 등을 비롯해 지퍼와 스트랩 등 부자재 등을 봉제, 접착 

등으로 결합하였다. 완성된 상부와 중창과 겉창을 접착제로 붙여 

마무리하였다. 

 넷째, 발목 압박 기능성 신발을 실제 착용함에 따른 기능성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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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행 

실험과 사용성 설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보행 실험은 연구참여자의 양쪽 

발등과 정강이에 관성 센서를 부착한 채 트레드밀 보행을 진행하였다.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등 3가지 신발 착용 

조건에서 각각 5분씩 보행하였다. 발등과 정강이 센서를 통해 얻어진 

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목 관절 각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가지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 ROM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저압박, 프로토타입 고압박 조건 

순으로 작았다. 일반 신발과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간에는 신발 

디자인의 차이 영향으로, 발목 둘레를 덮는 하이탑 스타일 디자인이 

보행 시 발목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프로토타입 저압박과 

고압박 조건 간에는 압박으로 인한 발목 관절 ROM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 압박으로 인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일반 신발과 프로토타입 조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프로토타입 조건 

내에서는 압박 고저에 따른 수치 상 차이는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발목 관절 각도의 변동성은 일반 신발, 

프로토타입 고압박,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일반 신발 조건에 비해 프로토타입 착용 조건에서 발목 관절 각도의 

패턴 변동성이 줄어들었음을 확인, 프로토타입이 안정적인 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 프로토타입 저압박 조건보다 

고압박 조건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 착용자가 이를 제어하려는 욕구가 커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 보행 주기에 

따른 능동 가변 압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성 설문 평가는 기능의 구동성, 사용의 편의성, 신체적 안전성, 

신체적 활동성, 심미적 수용성 등 항목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디자인 측면에서 대부분 3.5점 이상의 평가를 

얻으며 발목 압박 기능이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보행에 도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중 8명이 압박 기능 장치가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는 3.7점이었다. 보행 

실험을 통항 정량적 평가에서는 프로토타입 조건 간 압박 고저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주관적 관점에서는 

발목 압박 기능에 대한 심리적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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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력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세부 

보행 주기 및 피로도에 따른 가변적 압박 기능 적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프로토타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디자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4.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압박 장치 관련 

부분에서 대부분 3.5점 이상, 와이어 경로 및 고정점 위치 등 와이어의 

구현 방식에 관한 평가는 4.0점 이상을 얻으며 압박 기능 장치가 

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전 부분에 

관해서는 프로토타입의 종합 점수로 10점 만점에 8.2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프로토타입 고도화 시에 수동형 압박 기능이 능동형 압박으로 

전환할 경우 보행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항에 10점 

만점에 7.8점을 얻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능동형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발 사이즈 270mm(±5mm)의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만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발 사이즈, 즉 발 

직선 길이를 일정 범위 내로 통제했지만 발 바닥, 발등 등 각 부위의 

형상이 다른데,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공통된 특성에 대해 그룹화를 하여 

추가적인 실험 및 평가를 통해 다양한 변인에 의한 압박 기능과 발의 

움직임의 관계를 밝혀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일반 신발 조건의 경우, 하이탑 스타일인 프로토타입 디자인과 차이를 

보기 위하여 각 착용자들에게 편안한 로우컷 스타일의 러닝화 착용을 

요청하였는데, 로우컷 스타일로 제한하였더라도 세부적인 디자인과 

겉창의 성능 등에 따라 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 결과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실험 조건 설정 시, 압박의 정도를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감각을 기반으로 하여 프로토타입 저압박과 고압박 

조건이 정량화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발목 압박 여부에 따른 발과 

발목의 움직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수행한 관계로 

압력의 수치화는 본 연구에서 생략되었다. 하지만 착용자의 보행 실험 

결과와 사용성 평가 결과가 압박 정도와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압박 정도에 대한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착용 부위와 압박 장치 기능 활성 여부에 따른 압력 

측정을 수반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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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3단계 설계 프로세스’(Labat & 

Sokolowski, 1999)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의류학, 기계공학, 

생체공학 등 서로 다른 분야 연구자들이 설계-제작-평가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 공유하고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당면한 문제 즉각 

해결하며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얻어낸 보완점을 반영하여 프로토타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신발 프로토타입의 설계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고도화 연구 수행 시 내구성 향상 및 세탁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착용성 개선을 위해 발의 세부적인 움직임과 

형상을 고려하여 신발 상부 패턴을 세분화하여 부위별 맞춤 소재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신발 상부 패턴 변경에 따른 

압박용 외피 커버의 소재 및 형상 변경도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발 체형 및 동작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실루엣 

개선을 진행하여 능동형 프로토타입으로 발전시켜 사용자의 보행 주기 

및 사용자 편의에 따른 적절한 압박력과 압박 시기를 찾는 과정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슈즈 

프로토타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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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발 착용 조건에 따른 보행 실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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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 대상 사용성 평가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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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전문가 평가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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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발 치수 측정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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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프로토타입의 압박용 외피 커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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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design guidelines for ankle compression functional 

shoes were presented, and based on this, a prototype of ankle 

compression functional shoes was produced and evaluated. It was 

judged that limiting unnecessary movements of the ankle would be 

helpful for walking,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ankle movement during walking and subjective 

satisfaction from the wearer's point of view through whether or not 

the ankle joint is compressed. The prototypes developed in this 

study carried out tasks corresponding to each stage according to 

Labat & Sokolowski's Three-stage design process(Labat & 

Sokolowski, 1999), with the concept of 'Minimum Viable 

Product'(MVP)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To this end, it was 

intended to develop prototypes that applied 'manual pressure 

implementation', which is the minimum requirement, and to present 

direction for upgrading prototypes after user verification. 

 A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on how to assist ankle 

movement, such as pressing, supporting and protecting the ankle, 

and the overall design concept was established by setting and 

reflecting the ankle joint compression method to be applied to the 

prototype of this study. The final prototype was designed and 

produced by creating multiple design alternatives that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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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d in real life, deriving optimal design. 

 10 healthy adult males in their 20s and 30s were recrui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o evaluate the prototypes they produced. 

Subjects were tested for walking under a total of three shoe 

wearing conditions, including general shoes, prototype with low 

pressure and prototype with high pressure condition, and usability 

assessment survey was conducted. In the gait experiment,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sensors were attached on center 

of tip of both feet and shin of the participant. Angle data at the 

sensor attachment position were obtained to derive ankle joint 

movement. An expert assessment was also conducted to explore 

ways to upgrade the prototyp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were reflected to suggest a plan for prototype 

enhancement strategy. According to this, direction for design of 

smart shoe prototypes with wearable technology will be establish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ankle joint ROM according to the shoe 

wearing conditions of wearing shoes was small in order of normal 

shoe, prototype low pressure, and prototype high pressure 

condition. This confirmed how the prototype's compression function 

was implemented and the overall design limited ankle movement and 

verified the effect of the pressure. Within the conditions of wearing 

the prototype, the angle of the ankle joint caused by the pressure 

level was identified as a numerical difference. However,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variability of ankle joint angles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wearing shoes was low in order of normal shoes, 

prototype with high pressure, and prototype with low pressure.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variability in ankle joint angles has been 

reduced under the conditions of wearing prototypes compared to 

normal shoe conditions. Angle variability was found to be greater in 

high pressure conditions than in prototype low pressure conditions. 

This was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participant's growing desire 

to control it by force if there was constant strong pressure on the 

outside of the participant's initiative while walking.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expect a positive effect on applying active variable 

pressure depending on the detailed walking cycle in the future. 

 Third, the usability assessment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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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le compression function was generally comfortable and helpful 

for walking, with most of the designs earning more than 3.5 points. 

80% of the participants answered the compression device was 

helpful for walking. The overall score for the prototype was 3.7 

points.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walk experiment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conditions of the prototype, but there was a psychological positive 

effect on the ankle compression function from the user subjective 

point of view. Considering the high subjective preference for strong 

pressu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positive effect on the 

application of variable pressure function depending on the detailed 

walking cycle and fatigue level in the future. 

 Fourth, the expert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overall, the 

design part received an excellent evaluation of over 4.0 points. 

Most of the parts related to the compression device received a 

rating of 3.5 or higher. The evaluation of how the wire was 

implemented, such as wire path and fixed point position, received a 

score of 4.0 or higher, resulting in the result that the compression 

function device would help walk. Regarding the overall part, the 

prototype's overall score was rated 8.2 out of 10.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assive pressure function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edestrian stability if the passive pressure function is converted to 

active pressure when enhancing the prototype in the future, 7.8 out 

of 10 points received positive re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ototype limited the ROM of the ankle joint and reduced the 

angular variability of the ankle joint. The overall design of the 

prototype and the ankle compression function device suggested 

movement of the ankle joint, suggesting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holding the ankle sway when walking. 

 

Keywords : functional shoes, ankle joint compression, gait analysis, 

smart shoes, usability assessment 

Student Number : 201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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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곁에서 힘이 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신발 연구라는 매력적인 기회를 주신 이기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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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면구스럽지만, 앞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직한 협업 연구자로 변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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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뇌와 좌절의 시간을 함께한 연구실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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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철의 여인’ 희은 언니,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힘있는 멘트만 쏙쏙 날리며 큰 깨달음을 선사해주는 유민이까지. 

‘논문자’라는 고난과 역경의 타이틀을 함께 짊어 지고 걸어온 졸업 

동반자들이 있어 지난 시간이 괴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좋은 에너지 ‘뿜뿜’ 풍기는 노련한 다솜이, 논문 쓰는 데 필요한 

꿀팁과 소소한 선물로 감동을 준 린이, 다시 시작한 학교 생활 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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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아빠 엄마, 툴툴대면서도 고기 먹고 힘내서 

공부하라고 기십 만원을 선뜻 투척해준 오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 짜증과 응석도 묵묵히 

받아주는 고마운 내 짝꿍 대현이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아쉬움이 많은 논문입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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