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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손상으로 인해 하지 마비가 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비

대칭적이고 불안정한 보행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보행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하셔 단하지 보조기(Ankle-Foot Orthosis:

AFO)가 사용되어 왔다(김중휘와 김중선. 2001).

그러나족하수를가진편마비보행장애인은단하지보조기

와 신발을 동시에 착용해서 보행을 시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일반적인 신발을 착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동반되는손마비로인해신발을착탈하는데도어려움

이 유발되었다(김남희와 허정선,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마비가 있는 거동불편자를 위하여 안전

하고 편리하면서도 단하지 보조기와 신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면서 보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신발을

개발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방법

2.1 대상

기능성신발개발자, 치료사, 장애인, 보호자 4명을 대상으

로개인별면담을통해단하지보조기의기능을겸비한신발

개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2.2. 연구방법

각각 대상자에게 기능성 신발을 개발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하여 단하지 보조기기 장단점, 일반적인 신발에 보조기기 적

용 방안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고 결과를 분석하

여 기능성 신발 개발 방안에 대하여 범주화하였다.

3. 결과

3.1 기능성 신발 개발 방안

대상자의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기능성 신발 개발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그림 1].

첫 번째, 편리성 (Convenience); 비마비측손으로신발착탈

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신발의 내측면에 보아시스템

설치한다.

두 번째, 효과성 (Effectiveness); 보행장애정도에따라발

목의 고정 및 발목의 배측굴곡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아시스템의 줄(Line)을 특화한 디자인을 적용

한다.

마지막으로, 감성 (Sensitivity); 추가적인 보조기 적용이

족하수를 가진 거동불편자의 보행개선을 위한
기능성 신발 개발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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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마비가있는거동불편자를위하여안전하고편리하면서도단하지보조기와신발의기능을동시에가지면

서보행을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는기능성신발을개발방안을도출해보고자한다. 기능성신발개발자, 치료사, 장애

인, 보호자 4명을대상으로개인별면담을통해단하지보조기의기능을겸비한신발개발방안에대하여의견을수렴하

고범주화하였다. 범주화결과편리성, 효과성를범주화하여기능성신발방안을도출하고예시로제시하였다. 본연구

를 통해, 수요자, 개발자,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편리성, 효과성, 감성을 반영한 보조기와 신발이 결합 된 기능성 신발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향후 실제 제작과 사용성 평가를 통해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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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을뿐만아니라일반적인신발디자인이접목할수있

는 심플(Simple)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림 1] 기능성 신발 개발 디자인 예시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수요자, 개발자,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편

리성, 효과성, 감성을반영한보조기와신발이결합된기능성

신발개발방안을마련했다는의의가있지만, 향후실제제작

과 사용성 평가를 통해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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