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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발 형상 계측을 통한 고령자용 신발 라스트 설계
Design of  Shoe Last for Elderly person Using the 3 dimensional measurement of Foot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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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령자용 전문 신발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환경요인으로 조금

씩 변화되고 있는 발 형상에 대해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화형을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일상화, 
레포츠화를 제작하여 족저압 등의 기능성 평가 및 설문을 통해

착화감 정도를 확인할 것이다.

2. 고령자 발 형상 계측

2.1 발 치수 측정
신발뿐만 아니라 발 관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에

대한 직접측정은 필수적이다. 직접측정은 대상들을 직접 측정하

여 얻은 수치이고, 간접측정은 발의 외곽선을 그려서 간접적으로

측정한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발 스캐너를 이용하여

발 관련 40개 부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었

다. 고령친화 형 신발 개발을 위한 화형 설계에 적용된 고령자들의

데이터는 남, 여 각각 172명, 159명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3차원

발 스캐너는 Fig. 1과 같이 일본 i-ware사의 INFOOT 제품으로, 
4개의 레이저와 8개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Foot Scanner

2.2 Foot Scanner를 통한 발 계측

2.2.1 측정 원리 및 순서
3차원 발 스캐너의 측정은 레이저가 발 랜드 마크를 통과하지

못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레이저가 통과하지 못하여 인식된 랜드

마크 위치를 기준으로 발 측정이 이루어지며, 측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형상과 데이터가 저장된다. Fig. 2와 같이 마커 부착

후, Fig. 1의 측정기에 오른발을 공간에 정렬해서 넣고,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덮개를 덮는다. 왼발은 같은 높이의 지지대에

발을 올려 몸무게가 두 발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Fig. 2 Locations of Landmarks
 

2.2.2 발 계측 부위

3차원 Foot Scanner를 통해 계측한 40개 부위에 대한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Fig. 3은
3차원 측정에 따른 발 부위에 대한 측정항목을 나타내었다.    

길이, 폭 및 첫 번째 발가락의 높이(Toe 1 Height), 볼의 높이(Ball 
Height) 등 발의 높이에 관련된 치수를 분석하기 위한 부위, 뒤꿈

치 높이(Heel Height), 아치높이(Arch Height)등 발의 높이에 관련

된 부위, 볼 둘레(Ball Circumference), 발등 둘레(Instep 
Circumference) 등 발의 둘레에 관련된 부위, 뒤꿈치에서 발등까

지의 둘레(Heel to Instep Circumference) 등 발 둘레에 대한 부위와

발의 중심선을 측정하기 위한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40 Measured elements 

 

 3. 발 계측 결과
 
3.1 발 계측 결과
계측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화형 치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주요 치수인 발 직선 길이(Foot Length), 볼거리(Ball Distance), 
발꿈치 너비(Heel Width), 볼 둘레(Ball Circumference)를 비교해

보면, 발 직선 길이는 남자은249±10.5 mm, 여자의 경우는 229±9.6 
mm였다. 남자가 여자의 경우보다 20 mm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볼거리는 104±5.6 mm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95±5.4 mm였다. 
또한, 남자의 경우 발꿈치너비는 68±5.2 mm였으며 여자의 경우

는 62±3.3 mm였다.   남자의 경우 볼 둘레는 253±12.2 mm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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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는 231±11.8 mm였다. 

No.
Man

(Mean±st.dev.)
Women

(Mean±st.dev.)
No.

Man
(Mean±st.dev.)

Women
(Mean±st.dev.)

1 249±10.5 229±9.6 21 22±3.5 19±2.8

2 247±10.6 228±9.6 22 53±16.0 51±12.5

3 204±8.7 190±8.2 23 11±5.3 13±9.8

4 140±7.7 129±7.4 24 253±12.2 231±11.8

5 106±6.6 99±6.7 25 249±10.2 225±10.1

6 92±6.0 85±6.3 26 272±19.0 249±24.4

7 100±5.4 92±5.4 27 364±16.6 335±16.4

8 104±5.6 95±5.4 28 328±14.7 307±14.1

9 68±5.2 62±3.3 29 252±13.6 234±16.6

10 71±3.6 65±4.7 30 292±27.8 277±25.0

11 24±2.2 22±2.1 31 183±8.1 169±7.4

12 20±2.6 18±2.4 32 157±7.5 147±6.7

13 37±2.9 34±2.7 33 73±5.5 67±4.9

14 60±4.5 53±4.1 34 171±7.5 159±6.6

15 84±7.0 75±7.9 35 44±4.6 43±5.3

16 68±5.3 60±5.6 36 56±4.2 49±4.4

17 82±5.8 72±5.3 37 8±6.0(°) 13±7.4(°)

18 51±5.0 44±5.1 38 12±4.0(°) 11±4.3(°)

19 68±6.7 59±6.0 39 15±2.9(°) 14±2.9(°)

20 43±6.9 36±7.3 40 2±1.3(°) 1±1.6(°)

Table 1 Results for measured values of elder persons

3.2 주요 화형 결정 치수
신발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화형의 치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의 주요 부위 치수와 착화감을 반영한 적정 화형 치수

결정이 필요하다. 
 

 3.2.1 화형 중요 부위
화형의 주요부위를 Fig. 4와 같이 결정하고, 화형에 대한 주요

부위로는 화형 바닥의 곡면 길이와 화형 바닥 중심선 길이, 볼둘레

등 7개 부위로 결정하였다. 이는 실제 착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로서 본 연구에서도 Table 2와 같이 각 부위를 하였다.

Fig. 4 Main dimensions of Last

순번 화형 명칭 내 용

1
Stick Length

(화형 바닥의 곡면길이)
화형 바닥 곡면의 길이

2
Last Length

(화형바닥 중심선길이)
화형의 밑바닥의 직선길이

3
Ball Girth

(볼 둘레)

화형의 볼폭 안쪽지점과 화형의 바깥지점을 지나

는 둘레

4
Heel Length

(뒤통 넓이)

화형의 뒤통 내측 접지점과 외측접지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5
Heel Girth (Short)

(뒤굽점과 발목점의 둘레)
뒤굽점과 발목점의 하부를 통과하는 둘레

6
Toe Spring

(코 들림)

화형의 뒤통이 지면에 부착되어 있을 때 코 들림

부분과

지면과의 높이

7
Girth(90%)

(코 둘레)
뒤굽점 기준 90% 지점의 코 둘레

Table 2 Description for main position of LAST

 3차원 foot scanner를 활용하여 측정된 결과는 실제 신발 제작

용 화형 치수를 결정에 사용되었다. Fig. 5의 2종의 화형은 남자

260 mm, 여자 230 mm 치수용이며, 향후 개발된 화형을 활용한

신발 제작을 통해 제안된 화형 치수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Fig. 5 Configuration of Last (260, 230 mm)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고령자 발 치수 측정의 한 방법인 3차원 측정장

치를 통해 40 포인트의 주요 치수를 자동으로 계측하였다. 계측된

데이터의 산술적 평균값을 활용하여 실제 신발 제작용 화형의

형상을 결정토록 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로제작된 화형을

활용한 신발에 대해 착화감 등 다양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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