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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용자에게 맞춘 개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화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으로 전문 스포츠 선수화, 족부 장애우를 위한 정형 제화 등 전문적인 

기능 중심의 개인화나 패션을 위한 스타일 중심의 개인화 등 개인 맞춤 제작 신발을 제작할 때 기존의 아날

로그적인 방식으로 발 변인을 측정했을 때 각 변인에 대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현성이 떨어진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를 이용해 간단히 측정 가능한 기본적인 발 변인 이용하여 다른 변인들을 학습하고 

딥러닝을 이용해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 20개의 발 변인을 휙득 하였고 그 중 6개의 기

본적인 발 변인을 이용해 14개 변인을적합 방지를 위해 Dorpout을 적용해 학습하고 학습한 데이터를 이용

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테스트해 각 변인별 결과를 보여준다. 

키워드: 발 변인(foot parameters), 딥러닝(deep learning), 맞춤형 서비스(customiz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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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신발 관련 산업은 개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맞춤 제품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개인화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1]. 개인화를 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의 발 변인 측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발 변인 측정 

방법은 주관적인 측정이기 때문에 재현성이 떨어지며, 측정 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 변인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신발 

제작에 필요한 다른 변인을 추정하여 맞춤형 신발 제작에 필요한 

발 변인 측정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344명을 

대상으로 한 20개의 개인별 발 변인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중 측정이 용이한 6개의 발 변인을 입력으로 하여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14개의 발 변인을 추정하는 딥 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II. Proposed System

구축한 학습 데이터베이스는 총 688개이며 그중 348개를 이용해 

발 변인 추정 딥 러닝 모델을 학습한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340개의 

샘플을 검증 데이터로 사용한다. 

개인화 제작을 위해 필요한 주요 발 변인은 20개이다. 그중 측정이 

용이한 기준 변인은 발 가쪽점, 발 안쪽점, 발 끝점, 발 뒤꿈치점을 

이용해 측정한 발 길이, 발 너비, 발등 높이, 발꿈치에서 발 안쪽점 

길이, 발꿈치에서 발 가쪽점 길이, 발꿈치 너비의 6가지의 변인을 

딥러닝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한다. 나머지 14개 변인, 가쪽 복사 

높이, 안쪽 복사 높이, 발 너비2, 볼 둘레, 발등 둘레, 볼 둘레 상단 

높이, 엄지 발가락 측각도, 새끼 발가락 측각도, 발꿈치 횡경사각, 

발꿈치-발목 둘레, 발목 수평 둘레, 가쪽 복사점과 아킬레스건 사이의 

수평거리, 안쪽복사점과 아킬레스건 사이의 수평거리, 가쪽/안쪽복사

점 중심점과 아킬레스건 사이의 수평 거리등을 추론하는 딥러닝 

모델을 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한다. 해당 학습은 Linear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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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r SGD 1r=1e-5, momentum = 0.9로 설정하여 과적합 

방지를 위해 Dropout을 적용한다. 14개의 변인 각각에 대하여 20만 

번씩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6개의 기준 변인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의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며, 추정된 14개의 변인과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변인을 비교하여 6개의 기준 변인과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Experiment result

학습 환경은 Intel(R) Core(TM) i7-8750H 2.20GHz, NVIDIA 

Geforce RTX 2060 그래픽 카드, 32GB RAM, Window, Python 

3.6.2, Pytorch 1.9.0, CUDA 10.2, Jupyter notebook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340개 샘플로 진행 되었으

며 340개 샘플의 기준이 되는 6개 변인을 제외한 14개 변인을 순차적으

로 적용해 실험하였다.

다음 Table 1.은 340개 샘플의 원본 데이터와 학습 후 추정 데이터의 

비교 결과이다.

변 인 오차율(%)

1. 가쪽복사높이 0.525%

2. 안쪽복사높이 0.069%

3. 발너비 2 0.011%

4. 볼둘레 0.01%

5. 발등둘레 0.018%

6. 볼둘레상단높이 0.407%

7. 엄지발가락측각도 9.528%

8. 새끼발가락측각도 2.327% 

9. 발꿈치횡경사각 48.24%

10. 발꿈치-발목둘레 0.098%

11. 발목수평둘레 0.297%

12. 가쪽복사점-아킬레스건 수평거리 0.086%

13. 안쪽복사점-아킬레스건 수평거리 1.097%

14. 가쪽/안쪽복사점 중심점-아킬레스건 수평거리 0.661%

Table 1. 14개 변인의 오차율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변인의 평균 오차율은 4.527%이며 

가장 낮은 수치는 볼 둘레가 0.01%로 오차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발꿈치 횡경사각은 48.242%로 오차율 가장 높다. Fig. 

1.은 원본 데이터와 추정 데이터의 비교 예시이다.

Fig. 1. 4번 변인 볼 둘레의 오차율 그래프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발 변인으로 딥 러닝을 이용하여 다른 

변인을 추정하는 발 변인 추정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발 고유 변인에 대한 추가 샘플을 획득하여 정확도를 

올리고, 오차율에 따른 변인 분류를 진행하여 실제 개인화 제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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