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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발을 구성하는 창과 갑피는 영구체결방식인 접착을 이용함으로써 체결력을 확보 할 수 있지만 사용 후 신발은 접착 체결로 인

해 온전한 형태의 부품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매립 또는 소각

되는 신발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창과 갑피의 의도된 분리가 가능하도록 창과 갑피 사이에 인장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한 PVC

필름을 전처리 후 삽입하여 접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접착 메커니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두 종류의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박리시험을 진행한 결과 창과 갑피에서의 박리강도는 각각 2.12 N/mm, 7.07 N/mm로 나타났다. PVC 필름의 삽입이 없는 상태에

서의 박리강도(2.06 N/mm)보다 저하되거나 취약해지지 않으며, 창 또는 갑피의 파손 없이 의도한 박리가 이루어지는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접착 메커니즘은 창과 갑피는 의도한 분리가 가능하며 기존의 접착 메커니즘에 비해 재

활용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신발, 접착, 체결, 분리, 재활용

Abstract

In this paper, Proposed bonding mechanism that can separate sole and upper for recycle and reuse of par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VC film with better physical properties than the existing parts was inserted between the sole and the upper. It was con-

firmed that the separation of the desired form can be induced. As a result of check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ch-

anism, it is confirmed that intentional separation is possible and the separated sole and upper can be recycled or reused.

Key words : Shoe, Adhesion, Assembly, Disassembly, Recycling

1. 서 론

일상생활 또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발은 가죽,

고무, 폼, 섬유, 플라스틱 등 40여 종류의 다양한 부품

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종류의 소재가 사용됨에 따라 부

품별 사용 수명 또한 달리한다. 특히, 부품이 적용되는

목적에 따라 사용 수명이 다를 수 있는데, 보행 간 발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갑피의 경우 대부분 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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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보행 간 반복적인 굴곡환경에 노출된

다. EVA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PU

(Polyurethane), 고무 등으로 구성된 창은 보행 간 마모

와 압축 환경에 노출된다. 또한, 신발은 신발을 신는 사

람의 보행 습관 및 사용 환경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신

발의 부품별 수명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처럼 신발을 구

성하는 부품의 물리적 특성과 사용자의 사용 환경으로

인해 사용수명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품별 물리적 특

성과 내구성이 달라 사용 후 부품별 잔존 수명이 존재

함에도 불고하고 특정 부품의 수명 또는 기능이 상실됨

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 

전세계의 신발 소비량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 비해

2015년에는 10배에 가까운 250억족에 가까운 소비량을

보이며, 1인당 신발 소비량은 1950년대에는 1족에 그치

던 것이 2015년도에는 평균 2.6족을 보유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 연간 폐기되는 신발에 대한 영국의 사례에서

는 사용 후 목적을 다한 신발의 약 15% (26,244톤)만

수거되며, 나머지 85% (142,756톤)가량은 매립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 

수명이 다한 신발을 재활용하기 위해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의 일부 제조사에서 사용 후 신발의

수집 및 해체, 파쇄를 통해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분리되는 신발 부품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분리

해 낼 수 없기에, 신발로써 재활용 또는 재사용되지 못

하고 테니스 코트, 경기 트랙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된

다2). 타산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량 또한

2015년 까지 3,000천만 족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3),

2015년까지의 전 세계 신발 생산량인 250억 족 임을

고려할 때, 0.12% 정도로 아주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발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원인으로는 고품

수거의 어려움, 고품의 수준분류를 위한 기준 전무, 고

품의 평가 방법 및 활용 방안 등의 부재 등 다양한 원

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창과 갑피를 영

구체결방식인 접착체결을 함으로써 창과 갑피의 분리가

어려우며, 분리에 따른 후처리 공정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으로 인해 재활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신발을 구성하는 창과 갑피 중 어떤 부품에서 파단을

발생시킬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면 소각과 매립이

주를 이루는 처리방식에서 특정 부품의 형상이 온전한

형태로 분리할 수 있는 재활용 처리방식의 도입이 가능

하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지 않은 창과 갑피는 보수 및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신발로 재탄생할 수 있다. 신발

전체 무게를 기준하였을 때 창은 약 62%, 갑피는 약

31%, 기타 부속물 등이 8%의 중량을 가진다1). 2011년

국내에서 사용 후 폐기된 신발은 약 1억 1천 1백만 족

으로14), 한 족의 무게를 600 g으로 가정할 경우 전체

폐기량은 67,000톤(ton)에 해당되며 폐기량의 10%가 보

수 및 재가공해 사용할 수 있다면 연간 2,077톤 ~

4,154톤 가량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신발의 수명

을 늘여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창과 갑피의 영구접착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신발 체결

형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창과 갑피의 구

조를 기반으로 한 체결 메커니즘이 적용된 시험편을 제

작해 신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써 기존에 매립 및 소각되는 신발을 부품별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존연구

2.1. 신발의 접착 

신발은 형상적, 기능적 관점에서 갑피와 창으로 구분

Fig. 1. Global footwear consumption1).

Fig. 2. General structure of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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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갑피는 발의 형상과 유사한 형상으로 직

물, 가죽 등을 이용해 제작하며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갑피에 사용되는 단위 부품은 재봉 또는

접착을 이용해 체결한다. 창은 발바닥과 유사한 형태를

띄며 고무, EVA, PU 등을 사용해 제작하며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신발에서의 접착은 단위 부

품의 체결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른 성질을 띠는 갑

피와 창을 체결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체결방

식이다(Fig. 2 참조). 

갑피와 창을 접착하기 위해 창과 갑피는 Fig. 3과

같이 각 소재의 특성에 적합한 전 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갑피의 경우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과 맞

닿는 부위를 그라인더(Grinder)로 갈아낸 후 접착제를

도포하고 건조를 진행한다. 창은 생산 간 묻어 있을

수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선처리제를 도포하고

건조 후 접착제를 도포 및 건조한다. 전처리 공정을

완료한 갑피와 창은 작업자에 의해 적정 부착위치로 정

렬되고 이후 사방압착을 거쳐 갑피와 창의 체결을 완료

한다.

2.2. 접착된 신발의 분리 

접착체결 방식은 다양한 체결 방식 중 영구접착의 한

방법으로 신발산업 뿐만 아니라 가전, 항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접착은 모재

와 모재를 화학적인 수단으로 체결함으로 인해 볼트, 너

트, 핀 등을 이용하는 기계적 방법이나 끼워 맞춤 등의

물리적 방법에 비해 분리 및 해체가 매우 어렵다. 타

산업분에에서도 접착의 분리 및 해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접착 해체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며,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와이어, 칼 등의 물리적

도구를 이용한 파괴적인 접근법, 모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착제, 접착제에 발포형 마이크로 캡슐 등을

첨가한 기능성 첨가제, 특수 모재 및 프라이머 등이

있다4).

신발의 창과 갑피를 분리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

은 타 산업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는데, 고온에서의 접

착제 반응을 통해 분리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의 경우

접착면을 분리하는 순기능 이외에 갑피를 구성하고 있

는 플라스틱 계열을 부품과 저온 반응형 접착제등의 형

Fig. 3. Assembly precess of shoes.

Table 1.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disassembly of shoes

Assembly 

method

Disassembly 

method
Purpose Limitation

Adhesive

Microwave 

Irradiation5) Recycling
• Requires dedicated facility for disassembly

• Adequate adhesive for different types of materials

Grinding3,6) Recycling
• Much time is needed for large amounts of disassembly

• Depends on operator skill

Zipper Zipper7) Replacement
• In case of bad assembly, it can't play a role as a shoe

• Decrease of wearing feeling due to leakage and foreign matter Snap-fit 

assembly
Unsnapping8)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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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형 및 접착력 저하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

다. 또한 재접착을 고려한 접착제의 경우 어떠한 환경

에서도 창과 갑피의 접착력을 유지해야 하는 신발의 사

용환경 특성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신발에서의 창과 갑피를 분리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김동호5)는 마이크로 캡슐이 첨

가된 접착제를 마이크로 웨이브를 통해 발포 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성 접착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NIKE3)와 Lee6)는 신발을 수거 후 파쇄를 통해 창과

갑피를 분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US

3,538,6287)에서는 창과 갑피를 스냅과 끼워맞춤을 이용

해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US 4,706,3928)에서

는 지퍼를 이용해 창과 갑피를 체결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교체할 수 있는 체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신발 창의 분리 메커니즘 

3.1. 창과 갑피의 분리를 고려한 접착 메커니즘

창과 갑피의 온전한 분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위해

일반적으로 중창에 적용되는 EVA보다 인장강도가 우수

한 필름타입의 시트를 한 층 더 붙인 후 접착함으로써,

창과 갑피를 분리할 때 EVA에서 발생하는 파단을 갑

피 또는 창 등 원하는 부품에서 파단을 유도할 수 있

도록 설계 하였다. 

제안한 메커니즘의 접착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STM D33309) 등의 표준시험방법을 통해 접착 시편의

박리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시험편의 파단 형태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접착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 가운데 모재의 파괴

가 일어나는 파괴형태가 신발의 접착에서 추구하는 접

착 파괴 상태로, 특정한 접착강도를 만족한다면 두 모

재 중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모재에서 파단이 일어나

는 현상을 나타낸다. 

창과 갑피의 접착에서 직물을 사용한 갑피와 EVA를

사용한 창은 두 소재의 인장강도 차이에 따라 EVA에

파단이 일어난다. 파단되는 EVA는 Fig. 5와 같이 파단

경로 또는 파단 형태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창을

온전히 수거하기 어려우며, 갑피 또한 파단 된 EVA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재활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Fig. 4. Different types of failure mode of adhesive joint.

Fig. 5. Failure mode expected from the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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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파단이 발생하는 EVA 창에

비해 인장강도가 우수한 필름을 삽입함으로써, 분리 간

삽입된 필름과 경계면을 이루는 부분이 임의로 파단 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Fig. 6은 기존의 창과 갑

피를 접착하는데 있어 두 모재 사이에 필름을 삽입해

파단 위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나타낸

것으로 (a)는 분리 시 갑피와 필름을 동일방향으로 당

김으로써 창에서 파단이 일어나도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b)는 분리 시 창과 필름을 동일방향으로 당김

으로써 갑피가 파단 될 수 있도록 유도한 상태를 나타

낸 것이다. 

3.2. 분리요소의 특성 

창과 갑피사이에 삽입되어 파단의 위치를 유도해 줄

수 있는 분리요소는 유연성이 우수하며, 가공성(접착),

내약품성, 내구성 등이 양호한 연질의 PVC필름을 선택

하였으며, 갑피와 창에 사용되는 소재와의 물리적 특성

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신발의 분리를 위

한 메커니즘에서는 갑피와 창을 분리하기 위해 두 개의

부품을 각각 상반되는 방향으로 신장할 수 있어야 하며,

신장 간 파단 될 부품을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갑피와 창 사이에 삽입된 PVC필름은 특정 부품에 결

합되어 해당부품의 파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

다. 이러한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삽입되는 PVC필

름은 갑피 또는 창의 인장강도에 비해 우수해야 하는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소재에 적합한 인장강도 및

신장률을 측정할 수 있는 규격9-11)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는 연질의 PVC와 폴리우레탄

(Polyurethane)으로 코팅된 갑피 그리고 C 타입의 경도

가 60인 EVA를 사용하였다. 인장강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TS는 인장강도(N/mm2), FB는 최대

하중(Newton, N), UA는 시험편의 단면적(mm2)을 나타

낸다.

 (1)

신장률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EB는 신

장률(%), L0는 표선거리(mm), L1은 절단 될 때의 표

선 사이 거리(mm)를 나타낸다. 

 (2)

Table 2에 시험편 별 각각 3개에 대한 인장시험 결

과 및 신장율을 나타내었다. 창의 소재로 사용되는

EVA의 인장강도는 1.98 N/mm2으로 나타났으며, 갑피

로 사용되는 직물은 8.49 N/mm2 ~ 9.70 N/mm2로 확

인되었다. PVC 필름은 17.04 N/mm2 ~ 18.37 N/mm2

으로 EVA에 비해 약 8.7배 ~ 9.3배, 직물에 비해서는

T
S
 = 

F
B

U
A

-------

E
B
 = 

L
1

L
0

–

L
0

--------------- × 100

Fig. 6. Disassembly mechanism of shoes.

Table 2. Results of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by material

List of measurement

Materials

Tensile strength

(N/mm2)

Elongation

(%)
Remarks

Sole (EVA) 1.98 ± 0.09 124.8 ± 7.4 KS M ISO 179810)

Textile (Upper)
Lengthwise 9.70 ± 0.22 85.0 ± 4.8

KS M ISO 1770611)

Widthwise 8.49 ± 0.78 55.5 ± 2.8

PVC film
Lengthwise 18.37 ± 0.17 295.1 ± 2.9

KS M ISO 52712)

Widthwise 17.04 ± 0.29 379.8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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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배 ~ 2배 가량 높은 인장강도를 띄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신장률에서는 직물이 55.5% ~ 85.0%로 나타났으

며, EVA는 약 125%, PVC 필름은 약 295% ~ 379%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시험편 제작 및 접착 박리강도 평가

4.1. 시험편 제작

창과 갑피의 분리를 고려한 접착시편을 제작하기 위

해 앞선 실험에서 사용된 소재를 사용해 시험편을 제작

하였다. 접착시편은 크기가 20 mm(W) × 100 mm(D) ×

10 mm(H)인 EVA 시트와 20 mm(W) × 100 mm(D) ×

1.5 mm(H)인 직물 그리고, 20 mm(W) × 100 mm(D) ×

1 mm(H)인 PVC 필름을 이용하였다. EVA는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해 증류수로 5분간 세척 후 10초간 건조

하였으며, UV형 프라이머인 P-7-2 (Dupont)를 도포 후

60oC에서 2분간 건조 후 UV (0.56J)를 조사하였다.

UV처리 후 232HF-2 (Henkel)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다

시 60oC에서 5분간 건조 후 5100U-2 (동성NSC) 접

착제 도포 후 60oC에서 5분간 건조함으로써, EVA의

접착전 공정을 마무리 하였다. 직물은 직물전용 프라이

머인 234를 도포 후 60oC에서 5분간 건조하였으며,

EVA와 동일하게 5100U-2 접착제를 도포하고 60oC에

서 5분간 건조해 직물의 접착전 공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때, EVA와 갑피의 사이에 위치해 EVA와 직물을 분

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PVC 필름을 사이에 위치시켰다.

PVC 필름의 접착을 위한 전처리 공정은 EVA와 동일

하게 진행하였으며 준비공정이 완료된 시편은 압착롤러

를 통해 접착하였다(Fig. 7 참조).

4.2. 시험편의 파단형태 및 접착 박리강도 평가 

제작된 시험편의 파단형태 및 접착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ASTM D33309)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PVC 필름과 직물을

하나의 조립군으로 취급 후 동일한 방향으로 인장한 A

는 EVA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VC 필름과 EVA를 하나의 조립군으로 취급 후 동일

한 방향으로 인장한 B는 직물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창과 갑피 사이에 PVC 필름이 없이

박리 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장강도가 약한 EVA에서

파단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PVC 필름을 삽입한 시험

편(B)은 PVC를 어떤 부품과 하나의 조립군으로 취급

하느냐에 따라 파단이 발생하는 부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안된 메커니즘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무게를 기준한 각 부품의 회수율을 확인하였다. 접착 이

전의 부품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한 결과 전체 시편에서

각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 26 : 16 (Adherend

(sole) : PVC film : Adherend (upper))로 나타났다. 인

장 시험 후 A에서 회수된 Adherend (sole)의 무게를 비

율로 확인한 결과 회수된 비율은 약 48%로 최초 부품

무게 대비 83%를 회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에서

회수된 Adherend (upper)의 비율은 약 15%로 최초

부품 무게 대비 95%를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의 파단을 유도해 창과 갑피의 분리가 가능하더

라도 PVC 필름과 같은 이종 부품의 삽입으로 인해 기

존부품 대비 창과 갑피의 접착 성능이 저해된다면, 품

질에 대한 성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제품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편의 접착 강도를 측정해 분리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접착 강도

는 식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는 박리강도(N/

mm), P는 최대인장하중(N), W는 접착너비(mm)를 나

타낸다.

Fig. 7. Manufacturing process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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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편은 앞서 Table 3에 나타나 있는 A와 B 등

2종의 시험편에 대해 각각 5개의 시험편을 제작 후 박

리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평균 박리강도는 A와 B는

각각 2.12 ± 0.178 N/mm, 7.07 ± 0.351 N/mm로 나타났

다. PVC 필름의 삽입 없이 제작한 시험편의 박리강도

가 2.06 ± 0.198 N/mm 임을 감안할 때 PVC 필름을

삽입한 시험편의 박리강도가 저하되거나 취약해지지 않

아 기대하는 박리형태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창과 갑피 사이에 물리적 성질이 우수한 필름을 삽

입 후 접착함으로써, 분리 시 파단이 일어나는 부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창과 갑피의 완벽한 분

리가 가능해 기존의 접착방법에 비해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5. 결 론

다양한 종류의 소재를 사용해 제작하는 신발은 창과

갑피를 체결하는 방식을 영구체결방식인 접착체결을 사

용함으로 인해 재활용을 위한 부품의 분리에 많은 시간

과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재활용을 기대하

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창과 갑피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창과 갑피를 체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창과 갑피

사이에 기존 부품보다 물리적 성질이 우수한 PVC 필

름을 삽입 후 접착 체결을 함으로써, 창과 갑피를 분리

할 때 창 또는 갑피를 임의로 선택하여 분리할 수 있

는 접착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의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편 제작을 통한 접착박리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의도한 분리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제안된 접착 메커니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체결 메커니즘은 접착체결을 통한 부품의 온

전한 분리 및 분류의 어려움을 해소해 부품별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발의 재활용

활성화 및 제품의 수명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신발 완제품에 적용을 통한 실용 가능성 여

부를 확인하고, 분리 완료된 부품의 재활용을 위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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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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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according to specimen

Specimen

 Item
A B

Construction EVA, PVC Film, Fabric EVA, PVC Film, Fabric

Pulling method  Pull the strap and fabric in the same direction  Pull the strap and EVA in the same direction 

Results Failure of sole Failure of upper 

Figure

Fron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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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자직물기반 재활보조 및 보행습관 교정이 가능한

전자기 유도형 에너지 하베스팅 스마트 신발(10052462)”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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