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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기능을 가진 신발의 보행 중 내부 온도변화에 관한 연구
Reaserch of  temperature change on inside of ventilation shoe dur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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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신발 내부의 온도는 체온에 

의해 상승한다. 이 열로 인한 땀으로 높은 습도를 

유지하게 되어 비위생적인 상태와 불편감을 야기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통기기

능을 가진 신발이 개발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특별한 구조적 기능을 가지기보

다 보행에 의한 펌핑동작으로 공기를 신발 내부에

서 순환시키는 형태를 가진다. 보다 효과적인 통기

기능을 위해서는 유동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체크밸브와 외부의 공기를 유입 또는 내부의 공기

를 외부로 배출 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내부순환형 통기신발을 

개선하기 위해 유동방향의 제어와 외부공기의 유

입/배출 구조를 가진 신발을 제작하여 그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통기성 신발을 신고 보행하였을 때 신발 내부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측정 실험을 실시

하였다. 온도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트레이드밀과 

T형 열전대, 데이터 수집장치 이다.  신발 내부의 

온도 측정을 위해 토(toe) 또는 미드솔(midsole) 

공기유동 통로에 열전대를 설치하였고, 기준이 

되는 발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발등에 열전대를 

부착하였다. 실험은 총 4차에 걸쳐 이루어 졌다. 

2. 실험시편

 실험에 사용된 신발은 총 8종으로 다음과 같다. 

1차 및 2차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통기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구조의 신발(None)과 기존의 내부 순환

형 통기구조를 가진 신발(T1), 내부의 공기를 강제

로 배출시키도록 체크밸브가 설치된 통기성 신발

(T2), 외부의 공기를 강제로 유입시키도록 체크밸

브가 설치된 신발(T3)이 사용되었다. 온도센서는 

토(Toe) 부분에 설치되었다.

  3차 실험에 사용된 신발은 통기기능이 없는 신발

(None)과 순환형(M1), 배출형(M2) 신발이 사용되

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측정을 위해 온도센

서의 위치가 미드솔 내부로 변경되었다.

  4차 실험에서는 유입구를 뒷꿈치 내부로 옮겨 

인솔에 의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한 유입형 

신발을 실험하였다. 비교신발로 3차 실험에서 사

용한 체크밸브를 가진 배출형 신발(M2)를 사용하

고 수정된 유입형구조에 체크밸브를 추가한 신발

(M3), 체크밸브를 제거한 신발(M4)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Fig. 1 Sensor locaion on toe and midsole

3. 실험내용

1) 1, 2차 실험

  실험 방법은 1명의 피험자가 30분간 예비보행을 

하여 체온을 상승, 유지시킨 후 각 시편을 왼쪽 

발에 착용하고 7분간 보행하여 신발내부와 발등에 

부착된 온도센서에서 측정되는 온도의 변화를 실

시간으로 측정하여 저장하였다. 7분 보행 후 3~5분

간 신발을 벗고 체온을 식힌 후 다시 다음 시편신발

을 신고 7분간 보행하였다.  보행 속도는 3.5 km/h, 

초기 예비보행 후 기준체온은 33~34℃였다.  1차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None, T1, T2, T3 이다.

  2차 실험은 1차 실험을 재현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실험을 실시하였다.

2) 3차 실험

897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None T1 T2 T3

1st 100.0% 92.0% 93.6% 69.7%

2nd 100.0% 102.6% 90.0% 72.3%

  앞선 실험에서 센서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 신발 

내부 센서의 위치를 미드솔의 내부 공기 순환구멍 

입구로 변경하였다. 또한 센서의 측정부위를 실리

콘으로 패킹하여 진동을 방지하였다. 실험조건은 

보행시간을 기존 7분에서 15분으로 변경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None, M1, M2이다.

3) 4차 실험

  3차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1, 2, 3차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수

행되었다. 센서의 위치는 3차 실험과 같이 미드솔

에 설치하였다. 보행시간은 10분으로 조정하였

다. 

3. 실험결과
1) 1, 2차 실험

  1차 실험 결과 신발 내 온도증가는 None 2.0℃, 

T1 1.83℃, T2 1.87℃, T3 1.39℃의 온도증가를 

보였다. None의 온도증가량을 기준으로 T1은 

92.0%, T2는 93.6%, T3는 69.7%의 온도증가를 보였

다.  2차 실험 결과 신발 내 온도의 증가량은 None 

1.97℃, T1 2.02℃, T2 90.0℃, T3 1.42℃의 온도

증가를 보였다. None의 온도증가량을 기준으로 

T1은 102.6%, T2는 90.0%, T3는 72.3%의 온도증가

를 보였다. 

Table 1 Temperature increase ratio on 1st and 2nd 
test

2) 3차 실험

  3차 실험 결과 신발 내 온도의 증가량은 None 

7.0℃, M1 6.9℃, M2 5.1℃의 온도 증가를 보였다. 

None의 온도증가량을 기준으로 M1은 97.8%, M2는 

72.9%의 온도증가를 보였다. 

  1, 2차 실험에 비해 보행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온도상승량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M1의 경우 

None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1, 2차 실험의 결과와 

함께 유추해 볼 때 신발 내 온도 상승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M2의 경우 None

에 비해 확연히 온도 상승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2차 실험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3) 4차 실험

  4차 실험 결과 신발 내 온도의 증가량은 M2 8.

5℃, M3 7.9℃, M4는 7.8℃의 온도 증가를 보였다. 

M2의 온도증가량을 기준으로 M3는 93.0%, M4는 

92.0%의 온도증가를 보였다. 

  개선되니 유입형 구조인 M3와 M4에 대한 실험으

로 두 모델 모두 M2에 비해 7~8% 온도상승이 억제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M4의 경우 체크밸브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가 보행동작에 

의해 자동적으로 단방향 유동형태로 작동되어 M3

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오히려 별도의 체크밸브가 없음으로 인해 통기유

량이 늘어나는 장점도 기대된다.

Table 2 Temperature increase on 3rd and 4th test

None M1 M2

3rd 100.0% 97.8% 72.9%

M2 M3 M4

4th 100.0% 93.2% 92.1%

4. 결론

실험결과 신발 내 온도상승을 억제하는데 있어

서 유동제어가 없는 단순 내부 순환형 구조의 경우 

온도상승 억제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유동제어를 통한 외기 유입형 또는 내기 배출형 

구조가 신발 내부 온도 상승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그 중 외기 유입형 구조가 온도상승 억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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