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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구두를 제작하는 기본 틀인 라스트는 3차원 형상과 련된 정보와 기술이 총체 으로 집약된 결과물이

다. 해외에서는 이미 3D 틴  기술을 이용한 구두 제작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 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기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화산업의 경쟁력 확 를 해, 3D 스캐닝, 3D 모델링, 3D 린

의 첨단 기술로 구성된 3D 제작 로세스를 라스트 제작에 도입하 다. 이를 해, 2010년도 SizeKorea

에서 3D 스캔한 30  남성 200명의 3D 발 형상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3개의 발 유

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별 표모델을 선정하 다. 표모델들의 3D 스캐닝 형상에서 XY, YZ, XZ평면의 

단면도들을 추출하고, 라스트 모델링의 스 치 단면으로 사용하 다. Solidworks CAD를 사용하여 라스트

를 3D 모델링하 으며, 보 형 3D 린터인 MakerBot Replicator2로 3D 린  하 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제화산업에서 3D 린  기술의 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D 스캐닝, 3D 모델링, 3D 린 의 3단

계 생산설계 방식은 향후 의류패션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 중심어 :∣3D 발 스캐너∣3D 프린터∣라스트∣
Abstract

  
The shoe last which is the framework for the shoemaking is intensively combined with the 

3D data and technologies. International shoe companies have already commercialized 3D printing 

technology in producing the shoe, but domestic shoe companies are still in their early stages. 

This study used the 3D scanning, 3D modeling and 3D printing of the high-technology to make 

the shoe last. This 3D producing processes should be helpful in building competitiveness in 

domestic shoe industry. 

The 3D foot scanning data of men in 30s(n=200) were collected in SizeKorea(2010). The basic 

statistics, factor and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They were categorized in 3 groups by 3D 

foot measurement data, and the standard models were selected in each group. The cross sections 

in XY, YZ and XZ planes sliced from 3D scan data of the standard model were used in the 

sketches of the 3D shoe last modeling. The 3D shoe last was modeled by Solidworks CAD and 

printed by MakerBot Replicator2; a desktop 3D printer. This research showed the potential for 

utilization of 3D printing technology in the domestic shoe industry. The 3D producing process; 

3D scanning, 3D modeling and 3D printing is expected to utilized widely in the fashion industry 

within the neares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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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 
2D 린터는 그림이나 을 평면의 종이에 출력하나, 

3D 린터는 원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3D 디지털 설계

도를 3D 입체물로 출력한다. 복잡한 형상이라도 3D 설

계도만 있으면 다양한 재료로 구나 쉽게 정교한 형태

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잠재력 때문에 3D 린  기

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1]. 2012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는 3D 린터를 미래의 10  기술로 선정하

으며, 오바마 통령은 2013년 2월 국정연설에서 3D 

린터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차기 명을 일으키겠다

고 선언하기도 하 다[2]. ‘타임지가 선정한 2014 최고

의 발명품 25’에 꼽히기도 한 3D 린터는, 학교 학생

들의 과학 수업에서부터, 과학자들이 인체 장기 조직을 

만들거나 효율성 높은 제트엔진 부품의 제작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서 용가능하다[3]. 3D 형상을 설계

할 수 있는 3D CAD의 발달, 가의 개인용 3D 린터 

등장, 린  재료의 가격인하로 3D 린터는 빠르게 

화되고 있다[4]. 우리나라의 3D 린터 시장 규모

는 2012년에는 300억 규모 으나[5], 2014년에는 900억 

원 규모로 성장하 다[6]. 그러나 3D 린  원천기

술  련 소 트웨어의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참여는 아직 미미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는 2014년에 ‘2020년 3D 린  로벌 선도국가 도약’

이라는 사업 비 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

고 있다[7]. 

삭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은 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덩

어리 상태의 원재료를 자르거나 깎아내어 입체 형상을 

제조한다. 반면, 3D 린터는 액체나 고체 는 분말의 

원재료를 한 층씩 쌓아 입체 형상을 완성하며, 소재를 

층층이 쌓기 때문에 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이라한다[8]. 3D 린  공정은 CAD나 3D 스캐 를 

이용하여 3D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하는 모델링 단계, 

모델링한 3D 형상을 아주 얇은 이어 단 로 나  후 

3D 린터로 한 겹씩 출하여 입체형상을 쌓는 린

 단계, 최종상품화를 해 연마, 염색 등의 마무리를 

진행하는 후처리 단계로 진행된다[9]. 기 3D 린터 

기술은 쾌속 시제품 제작(rapid prototype)에 한정되었

으나, 최종 완제품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비 이 차 

증가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는 소비재 분

야, 생산 공정 시간과 비용 감이 필요한 기계, 자동차, 

항공등의 첨단산업분야, 인공장기와 같이 환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의료 분야 등에서 3D 린터가 폭넓

게 사용된다[5].

2. 라스트의 특징
발은 32개의 근육과 힘 , 26개의 , 107개의 인 로 

연결된 인체부 로, 몸을 지탱하고 이동 시 몸에 가해

지는 충격을 흡수한다[10]. 구조 으로 복잡한 3차원 곡

선으로 이루어진 발과 장시간 폐상태에서 맞닿아 있

는 구두는, 운동에 의한 충격, 피부 마찰, 땀과 인체 분

비물 등의 여러 자극으로부터 발을 편안하고 쾌 한 상

태로 유지해야 한다. 착화감이 좋은 구두를 제작하기 

해서는 3차원의 발 형상 정보를 올바르게 반 한 라

스트가 필요하며 정확한 발 치수 측정은 구두 제작에서 

요한 기본 요소이다[11][12]. 

라스트(last)는 구두 제작을 해 발 형태를 반 하여 

만든 구두의 틀 모형을 의미하며, 구두골 는 화형이

라고도 한다. 라스트는 구두의 형태를 만들기 해 단

단하고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구두의 내부 공간 형태

에 맞게 설계된다. 통 인 라스트는 목재를 사용하여 

맞춤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으나, 제작공정이 자동화되

면서 라스틱이나 폴리에틸  소재의 라스트가 량

생산되고 있다[13-15]. 라스트는 구두 제작을 해 반

드시 필요한 기본 형상으로, 구두의 외 과 착용감에 

요한 향을 미친다. 라스트는 발 치수를 기 로 제

작하나, 인체의 발 형상을 그 로 본떠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측정한 발 치수에서 부 별로 일정 분량을 

이거나 늘려서 라스트를 제작하며, 어느 부 를 얼마나 

가감하여 라스트를 제작했는가에 따라 구두의 착화감

이 달라진다[16][17].

라스트 제작은 숙련된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수

작업 방식과, CAD로 라스트의 3D 모형을 설계한 후 

CAM으로 실물을 제작하는 자동화 방식이 있다.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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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모형을 설계하는 CAD로는 Delcam CRISPIN 

LastMaker[18], Shoemaster Forma[19], RCS 3D 

LAST[20], EASYLAST 3D CAD[21] 등이 있으며, 설

계된 모형에 맞춰 라스트를 입체 형태로 깎아내는 

CAM으로는 Shoemaster OFM-0[19], EASYLAST 3D 

CAM[21] 등이 있다. 수작업 방식은 표 화된 라스트를 

얻기 힘들고 지속 인 기술 개발이 어려운 반면, 

CAD/CAM을 기반으로 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는 제품 

생산에 표 화, 고 화, 맞춤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

나 세한 국내의 소규모 제화업체들이 고가의 

CAD/CAM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22][23]. 따라서 국내 제화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

기 해서는 비용으로 라스트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

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3D 린  기술은 고가의 CAM에 한 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화생산의 기본 장비인 라스트의 

제작에 3D 모델링과 3D 린 을 활용하 다. 3D 린

 기술은 라스트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제화 생산설계

의  과정에서 향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류패션산업과 3D 프린팅
3D 린  기술을 의류패션산업에 목하는 시도는 

꾸 히 있어왔다. 3D 린  기술의 발달은 제 방식

의 명을 불러와 바느질이 필요 없는 무 개, 무 제 

의류 제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2 S/S 오뜨 꾸뛰르

(Haute Couture) 패션쇼에서 디자이  아이리스 반 헤

르펜(Iris van herpen)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

태의 아트 웨어를 3D 린  기술을 사용해 제작하

으며[4], 링  오  스코틀랜드(Pringle of Scotland)

는 2014 런던 패션 크(London Fashion Week)에서 

기존의 섬유처럼 유연한 3D 린  섬유로 기성복을 

선보여 3D 린  기술을 일반 기성복 제조 분야로 확

장시켰다[24]. 

의류패션산업분야  3D 린터의 상용화 시도가 가

장 활발한 분야는 신발제조업이다. 특히 기능성 스포츠

화 분야에서 창의 정교한 3차원 특수 구조를 구 하

는데 3D 린  기술이 사용된다. 리복(Reebok)은 신

제품 개발 시간 단축하기 해 시제품 제작에 3D 린

터를 사용하 으며, 뉴발란스(New Balance)는 후원 선

수의 기록 향상을 해 개인의 발 형태에 맞는 스 이

크 이트(spike plates)를 3D 린터로 출력한 기능

성 런닝화를 제작하 다[25][26]. 나이키는 2013 미 

미식축구 리그(NFL, National Football League)에서 기

능성 미식축구화인 Nike Vapor Laser Talon을 선보

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제조할 수 없었던 복잡한 형태

의 고기능성 이트를 3D 린터로 출력하 다[27]. 

제화의 디자인에도 3D 린터가 상용되고 있다. 유나

이티드 드(United Nude)에서는 실험  디자인 슈즈

인 ‘Float’의 3D 디지털 일을 매하고 있는데, 가정

용 3D 린터인 3D Systems사의 ‘Cube 3D’를 사용하

면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은 일을 바로 3D로 출력할 

수 있다[28]. 피즈(Feetz)에서는 고객의 발 사이즈에 맞

는 독특한 디자인의 3D 린  맞춤화를 다양한 색상

과 소재로 주문할 수 있다[29]. 

이와 같이 해외의 제화생산업체들은 제품생산의 여

러 단계에서 3D 틴  기술을 상용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3D 린터를 컨셉 디자인이나 시

제품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이며, 제화의 

생산설계 단계에 3D 린  기술을 용한 는 아직 

없다. 국내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해

서는 다양한 3D 린  콘텐츠를 선도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생산설계 분야의 경쟁력 확 를 

해 3D 린  기술을 활용한 남성화 라스트 제작방

법을 제시하 다. 2010년도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

사사업(Size Korea)[30]에서 수집한 30  남성의 3D 발 

형상 데이터와 부 별 발 치수를 분석하여 남성화 라스

트를 3D 모델링 하 으며, 보 형 3D 린터로 이를 출

력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3D 린  라스트는 제

화산업분야에서 3D 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

하 음을 보여주었다. 3D 스캐닝 - 3D 모델링 - 3D 

린 의 3단계로 요약되는 3D 라스트 제작 방법은 의류

패션산업분야의 3D 린  콘텐츠 개발에 다양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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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구 방 법 

본 연구는 한국 30  남성 200명의 3D 발 형상 데이

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 로 남성 평균 사이즈의 라스

트를 3D 모델링한 후, 3D 린터로 출력하여 최종 라스

트를 완성하 다. 연구의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1. 3D 스캔 데이터의 치수 측정 및 분석
3D 라스트 모형을 제작하기 해 2010년도 제6차 한

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에서 (주)K&I Technology의 

EnFOOT 3D 발 스캐 로 수집한 30  남성의 3D 발 

형상 데이터를 분석하 다. 스캔 데이터는 총 203개 수

집되었으며, 19개의 발 항목이 자동계측 로그램으로 

측정되었다[표 1]. 측정된 19개 항목에 해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 200개가 최종 선택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19개의 발 항목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5개의 발 치수 구성 요인을 도출하 으며, 도출된 요

인 값을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3개의 발 유

형 집단을 분류하 다. 분류된 유형의 항목별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피험자를 유형별 표모델로 선정하 다.

표 1. 3차원 발측정점과 측정항목

        

        

측정 정의
1 발안쪽점 발 안쪽으로 가장 돌출한 곳
2 발가쪽점 발 바깥쪽으로 가장 돌출한 곳
3 발볼점 첫 번째 발가락 종자골의 가장 높은 곳
4 발등점 발등의 가장 두드러진 곳
5 가쪽복사점 가쪽복사뼈의 가장 돌출된 곳
6 발꿈치위점 발꿈치의 위쪽의 가장 들어간 곳
7 발꿈치점 발꿈치의 가장 뒤쪽점
8 발꿈치바닥점 발꿈치와 바닥이 만나는 점
9 첫째발가락끝점 첫 번째 발가락의 앞쪽 끝점
10 두번째발가락끝점 두 번째 발가락의 앞쪽 끝점
11 발중심선 발꿈치점과 두번째 발가락끝점을 연결한 선
12 발중심점 발중심선과 발볼선이 교차하는 점

측정항목 정의

F1 발길이 발꿈치점에서 가장 긴발가락 끝점까지의 
수평거리

F2 발꿈치-첫째발가락
길이

발꿈치점에서 첫번째발가락 끝점까지의 
수평거리

F3 발꿈치-발등길이 발꿈치점에서 발등점까지의 수평거리
F4 발너비 발안쪽점에서 발가쪽점까지의 수평너비
F5 볼거리 발안쪽점에서 발가쪽점까지의 직선거리
F6 볼높이 바닥에서 발볼점까지의 수직높이
F7 발등높이 바닥에서 발등점까지의 수직높이
F8 가쪽복사뼈높이 바닥에서 가쪽복사점까지의 수직높이
F9 발꿈치점높이 바닥에서 발꿈치점까지의 수직높이
F10 발꿈치위점높이 바닥에서 발꿈치위점까지의 수직높이
F11 볼둘레 발안쪽점에서 발가쪽점을지나는 수직둘레
F12 발등둘레 발등점을 지나는 수직둘레
F13 발꿈치-발등둘레 발꿈치바닥점에서 발등점을 지나는 둘레
F14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발꿈치점에서 발안쪽점까지의 수평거리
F15 발꿈치-발가쪽점길이 발꿈치점에서 발가쪽점까지의 수평거리
F16 발중심점상측길이 발중심점에서 두번째발가락 끝점까지의 직

선거리
F17 발중심점하측길이 발중심점에서 발꿈치점까지의 직선거리
F18 내측볼너비 발안쪽점에서 발중심선까지의 수직거리
F19 외측볼너비 발가쪽점에서 발중심선까지의 수직거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2190

2. 3D 스캔 데이터의 단면 추출 및 분석 
국내 제화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 화된 라스트 

규격은 KS G 3405(2001):구두용 구두골이다[31]. KS G 

3405는 골둘  항목, 라스트 측면도(YZ평면)에서 측정

한 13개 항목, 라스트 정면도(XY평면)에서 측정한 6개 

항목 등 총 20개의 치수로 구성되어 있다[표 2]. 

표 2. KS G 3405: 성인 남자용 구두골 치수 (발길이 호칭 
255mm)                              (단위 : mm)

  

항목 치수 허용치 항목 치수 허용치
골둘레 249 ±2 WU 22 ±1

KY 30mm* 73 ±1 VU 8 ±1
XY 30mm* 22 ±1 LR 43 ±1
KM 30mm* 154 ±2 PQ 22 ±1
KL 30mm* 172 ±2 가나 27 ±1
LN 30mm* 85 ±1 나다 33 ±1
NO 30mm* 10 ±1 다마 30mm* 70 ±1
WX 30mm* 73 ±1 다라 30mm* 17 ±1

WS 143 ±1 가아 30mm* 27 ±1
WT 69 ±1 사바 14 ±1

주) *; 해당 치수는 구두굽 높이(KW)가 30mm인 경우에 한함

그러나 정면(XY평면)과 측면(YZ평면)에서 얻은 단

면도의 치수 정보만으로는 3차원 솔리드 입체를 제작

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라스트의 3차원 솔리드 모

델 제작을 해 XZ평면 단면도와, 3차원 발 형상의 측

면 실루엣의 변곡 을 기 으로 슬라이싱 한 복수의 

XY평면 단면도를 추가 제안하 다. 이를 해 200명의 

한국 30  남성에서 분류된 발 유형 표모델들의 3D 

형상을 RapidformTM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XY평면

에 평행한 6개의 단면, YZ평면에 평행한 1개의 단면, 

XZ평면에 평행한 1개의 단면으로 슬라이싱 하 다[그

림 2]. XY평면 단면도는 발 스캔 데이터를 측면 방향으

로 놓고, 발등이 시작되는 단면 1, 발볼 이 지나는 단

면 2, 발등 을 지나는 단면 3, 발목이 시작되는 단면 4, 

복사 을 지나는 단면 5, 발꿈치 을 지나는 단면 6

을 각각 슬라이싱 하 다. YZ평면에 평행한 단면 7은 

3D형상을 정면 방향으로 놓고, 제일 긴 발가락을 지나

는 수직선을 따라 슬라이싱 하여 만들었으며, XZ평면

에 평행한 단면 8은 정면에서 발안쪽 과 발가쪽 을 

지나는 수평선을 따라 슬라이싱 하여 만들었다. 

XY
평면 

정면

등각보기(ISO)

측면 (안쪽복사점 방향)

YZ 
평면

측면 정면

XZ 
평면   

윗면 정면
단면도

그림 2. 3D 스캔 데이터의 XY, YZ, XZ 단면도 설정방법

3. 표준 라스트의 3D 모델링과 3D 프린팅
본 연구에서는 라스트의 3D 모델링에 솔리드 모델링

(Solid Modeling)이 가능한 소 트웨어인 Solidworks
◯R

2012를 사용하 다. 솔리드 모델링은 과 선으로 구성

된 와이어 임 모델링(Wireframe Modeling)이나 면

으로 구성된 서피스 모델링(Surface Modeling)과는 달

리, , 선, 면, 질량을 모두 포함하고, 각 구성요소의 연

결  치에 한 정보를 로그램을 통해 자동 계산

하고 장하는 것이 가능하다[32]. Solidworks
◯R로 최종 

완성된 3D 라스트 모델은 STL 일로 장되었다. 

완성된 3D모델은 FDM방식의 보 형 3D 린터인 

MakerBot Replicator
TM2로 출력되었다. 3D 린터는 

액체기반(liquid-based), 분말기반(powder-based),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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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발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

F 1 .860 .323 .092 .258 .062 .924
F 2 .858 .325 .093 .242 .077 .915
F 3 .847 .313 -.108 .219 .070 .879
F13 .795 .464 .060 .179 .065 .888
F14 .899 .210 .082 .104 .021 .871

체기반(solid-based) 방식이 있다. 액체기반 방식은 빛

에 반응하는 액체에 이 를 쏘아 형태를 만드는 것으

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 도가 뛰어나다. 분말기

반 방식은 이 로 미세입자를 녹여 3D 형태를 만드

는 것으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고체기반 

방식은 필라멘트 형태의 재료를 가열된 노즐을 통해 사

출하여 쌓아올리는 것으로, 출력물의 강도가 강하나 조

형속도가 상 으로 느리다[9]. 

일반 으로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보 형 3D 린터

는 고체기반 방식인 융합 착모델(Fused Deposition 

Modeling: FDM)이다. FDM방식은 고체형태의 필라멘

트 재료를 순간 인 열로 녹이고 압축노즐 사이로 이를 

가늘게 사출하면서 층층이 형태를 쌓아 모델을 조형하

는 방식이다. 보 형 3D 린터가 주로 FDM 방식인 

이유는, 2009년에 FDM 방식의 3D 린  기술에 한 

특허가 만료되어 구나 자유로이 사용가능해져 소

업체에서 3D 린터를 FDM 방식 기반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서다. 그 결과 지 과 같은 3D 린터의 화

가 가능해졌다[7]. 

FDM 방식 3D 린터의 사출재료로는 열가소성 

라스틱인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와 

PLA(Poly Lactic Acid)가 있다. PLA 재료는 ABS 재료

보다 강도가 강하고, 택이 우수하며, 빠르고 정교한 

출력이 가능하고, 인쇄하는 동안 냄새가 고, 옥수수 

추출 물질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될 수 있어 친환경 이

다. 본 연구에서는 3D 린터  재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보 형 FDM 기종인 MakerBot Replicator
TM2

를 선정하 으며, 구두를 제작하는 동안 라스트가 부러

지거나 휘어지지 않아야 하므로 사출재료로는 단단하

며 친환경 인 PLA를 선택하 다.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의 3D 린

터로 3D모델을 출력하기 해서는 내부가 꽉 차있는 

덩어리 형태의 솔리드 모델을 얇은 층으로 슬라이싱 변

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MakerBot 린터의 출력 소

트웨어(MakerWare
TM)에는 G-code 컴 일러가 내

장되어있어 STL 일로 된 3D모델을 얇은 슬라이싱 조

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컴 일링된 3D 라스트 모델의 

단면을 3D 린터의 사출물질로 한 층씩 쌓아올려 3D 

모형을 완성하 다. 3D 라스트 모델은 앞코 부분과 뒤

꿈치부분이 탈부착 가능한 형태로 분리하여 출력하 다.  

Ⅲ. 연 구 결 과 

1. 3D 발 스캔 데이터의 치수와 형태
1.1 30대 남성의 발 구성 요인 분석
남성의 발 구성 요인을 분석하기 해, 사이즈 코리

아에서 수집한 30  남성(n=200명)의 19개 발 항목 치

수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결과 고유

치가 1이상인 총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

인은 체변량의 82.591%를 설명하 다[표 3]. 제 1요

인을 구성하는 발 항목은 발의 길이와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들로 체변량의 47.214%를 설명하 다. 발길이, 

발꿈치에서 첫째손가락발가락까지의 길이, 발꿈치에서 

발등까지의 길이, 발꿈치에서 발등까지의 둘 , 발꿈치

에서 발안쪽 까지의 길이, 발꿈치에서 발가쪽 까지

의 길이, 발 심  하측길이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

으며 발길이 항목으로 명명되었다. 제 2요인은 발볼의 

비와 둘 를 나타내는 항목인 발 비, 볼거리, 볼둘

, 발등둘 , 발 심  상측길이의 5개 항목으로 체

변량의 14.943%를 설명하 으며, 발볼항목으로 명명되

었다. 제 3요인은 발의 두께를 나타내는 항목인 볼높이, 

발등높이, 가쪽복사 높이 등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었으며 체 변량의 8.628%를 설명하 다. 제 4요인

은 발꿈치항목으로 체 변량의 6.540%를 설명하 으

며, 발꿈치 높이, 발꿈치 높이로 구성되었다. 제 5

요인은 발 심축을 기 으로 내측 비와 외측 비를 

분리하여 측정한 내측볼 비, 외측볼 비로 구성되어 

체 변량의 5.266%를 설명하 다. 

표 3. 30대 남성의 발 구성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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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유형
요인　

유형 A 
(n=70)

유형 B 
(n=70)

유형 C 
(n=60)

F-value

요인1 (발길이 항목) 0.125 a -0.362 b  0.276 a  7.919***

요인2 (발볼 항목) 0.084   -0.191  0.125  2.007 
요인3 (발두께 항목) 0.331 a  0.229 a -0.653 b 22.425***

요인4 (발꿈치 항목) 0.388 a -0.904 b  0.601 a 80.435***

요인5 (발중심축항목) 0.907 a -0.317 b -0.689 c 86.610***

주) *** p<.001, ** p<.005, * p<.01 / 사후검정(Duncan test) 결과는 
a>b>c 순서임 

F15 .916 -.025 .139 -.021 .072 .864
F17 .962 .122 .127 .049 -.049 .961
F 4 .373 .874 .103 .071 .085 .925
F 5 .297 .906 .067 .130 .062 .935
F11 .193 .921 .213 .201 .026 .972
F12 .215 .865 .373 .113 .007 .946
F16 .208 .504 -.013 .500 -.043 .549
F 6 .094 .287 .752 .015 -.039 .658
F 7 -.078 .268 .831 .086 -.125 .791
F 8 .235 -.080 .710 .201 .046 .608
F 9 .093 .250 .128 .654 -.009 .515
F10 .187 -.009 .120 .706 .023 .549
F18 .262 .327 -.041 .028 .899 .985
F19 .157 .617 .141 .045 -.729 .959

초기고유값  8.971  2.839  1.639  1.243  1.001
% 분산 47.214 14.943  8.628  6.540  5.266
% 누적 47.214 62.156 70.785 77.324 82.591

주)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1.2 30대 남성의 발 유형 분석
200개의 3차원 발 형상 데이터를 동질 인 발 유형의 

경향을 가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기 해 [표 3]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5개의 발 구성 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의 

수는 분석의 효율성을 해 3개로 설정하 다. 발 유형 

집단별 요인 수와 발 항목별 차이는 [표 4], [표 5]와 

같다. 

유형 A(n=70명)는 요인 3(발두께 항목)과 요인 5(발

심 항목)에서 큰 경향을 보 다. 발 항목별 특징을 살

펴보면, 세 집단  가장 발등둘 가 두꺼우며, 가쪽복

사 높이가 높고, 내측볼 비가 큰 경향을 보여, 체

으로 유형 A는 두툼한 발 형태로 분석되었다. 

유형 B(n=70명)는 다른 유형들보다 요인 1(발길이 항

목)과 요인 4(발꿈치 항목)의 값이 작았다. 발 항목별 

특징을 살펴보면, 요인 1을 구성하는 7개의 모든 발길

이 련 항목들이 세 집단  가장 작았으며, 그 외에 

발 비, 볼거리, 볼둘 , 발등둘 , 발 심 상측길이, 

발꿈치 높이 등의 항목에서 작은 경향을 보 다. 체

으로 유형 B는 발이 작고, 발꿈치가 낮으며, 발볼이 

좁은 마른 발 형태로 분석되었다.

유형 C(n=60명)는 요인 1(발길이 항목)과 요인 4(발

꿈치 항목)에서는 유형 A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요인 3(발두께 항목)과 요인 5(발 심축 항목)는 세 집

단  가장 작았다. 항목별 치수를 비교하면, 볼높이, 발

등높이가 작았으며, 외측볼 비가 넓었다. 체 으로 

유형 C는 발이 납작한 형태로 분석되었다.

표 4. 발유형별 요인점수 비교

표 5. 발유형별 발 치수 비교              (Unit; mm)  
발 항목 유형 A 유형 B 유형 C 평균 F-value

요
인
1

F1 발길이 258.571 a 247.386 b 258.367 a 254.595 24.464***

F2 발꿈치-첫째발
가락길이 258.386 a 247.000 b 257.883 a 254.250 24.429***

F3 발꿈치-발등길
이 153.300 a 145.714 b 155.183 a 151.210 28.519***

F13 발꿈치-발등둘
레 388.557 a 372.700 b 389.267 a 383.220 22.025***

F14 발꿈치-발안쪽
점길이 185.457 a 179.643 b 186.283 a 183.670 10.242***

F15 발꿈치-발가쪽
점길이 161.314 a 156.214 b 159.867 a 159.095  4.957*

F17 발중심점하측
길이 173.886 a 169.386 b 175.000 a 172.645  7.378***

요
인
2

F4 발너비 103.043 a 100.114 b 102.367 a 101.815  7.846***

F5 볼거리 106.143 a 103.086 b 105.917 a 105.005  8.785***

F11 볼둘레 260.629 a 252.757 b 259.067 a 257.405  9.808***

F12 발등둘레 260.343 a 253.986 b 257.083 ab 257.140  5.601**

F16 발중심점상측
길이 79.471 a 74.557 b 80.500 a 78.060 25.969***

요
인
3

F6 볼높이 38.114 a 37.900 a 36.567 b 37.575  8.438***

F7 발등높이 60.543 a 60.086 a 57.933 b 59.600  7.067***

F8 가쪽복사뼈높
이 74.271 a 71.757 b 71.100 b 72.440  9.417***

요
인
4

F9 발꿈치점높이 22.943 a 20.386 b 23.517 a 22.220 25.419***

F10 발꿈치위점높
이 62.271 a 54.771 b 61.767 a 59.495 33.445***

요
인
5

F18 내측볼너비 49.271 a 43.771 b 43.750 b 45.690 70.373***

F19 외측볼너비 53.900 c 56.386 b 58.583 a 56.175 22.284***

주) *** p<.001, ** p<.005, * p<.01 / 사후검정(Duncan test) 결과는 a>b>c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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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A

유형 B

2. 표준 라스트의 3D 모델링
2.1 3D 모델링을 위한 치수 설정
2010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에서 수집된 30  남

성 200명의 평균 발 치수는 발둘  255mm, 발 비 

105mm로, 이는 남자용 신발 치수 규격(KS M 6681: 

2007)의 255EEE에 해당한다[33]. 본 연구는 30  남성

의 평균 신발 사이즈인 255EEE 규격에 맞는 표  라스

트를 Solidworks
◯R  CAD를 사용하여 3D 모델링하 다. 

[표 5]에서 분석한 한국 30  남성의 19개 발 항목(발

길이, 발꿈치-첫째발가락길이, 발꿈치-발등길이, 발

비, 볼거리, 볼높이, 발등높이, 가쪽복사 높이, 발꿈치

높이, 발꿈치 높이, 볼둘 , 발등둘 , 발꿈치-발

등둘 , 발꿈치-발안쪽 길이,발꿈치-발가쪽 길이, 

발 심 상측길이, 발 심 하측길이, 내측볼 비, 외

측볼 비)에 한 평균과 [표 2]의 성인 남자용 구두골 

규격 치수(KS G 3405 : 2001)에서 제시된 255EEE 사이

즈 의 라스트 세부 치수를 참고하여 표  라스트의 3D 

모델링에 필요한 치수를 [표 6]과 같이 설정하 다. 

라스트는 구두의 디자인 특성과 착용감을 고려하여 

발 치수에서 부 별로 치수를 가감해야 하고, 발가락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발의 형태와 보행특성을 고려하

여 제작해야 한다. 구두 앞코의 바닥면은 지면과 닿지 

않고 들려있는데 이를 앞코 들림(toe spring)이라고 하

며, 구두 앞코와 발가락 사이의 여유 공간을 앞코 공간

(Toe room)이라고 한다. 앞코 들림과 앞코공간은 보행 

시 뒤축에 가해지는 힘에 의한 발가락 부 의 압박을 

완화하고 보행을 편하게 하며, 앞코 부분의 분량은 구

두 디자인에 맞춰 정해진다[12]. 본 연구의 라스트는 남

성화의 클래식 스타일인 달걀형 앞코(oval toe)로 디자

인하 으며, 앞코분량은 10mm로 설정하 다. KS G 

3405 구두골 규격에서는 구두의 뒷굽 높이를 30mm로 

설정하 을 때 한 앞코 들림을 10mm로 제시하고 

있다[표 2]. 그러나 3D 린터를 사용해 모형을 출력할 

때 모델의 바닥면이 들리면 안정  출력이 힘들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3D 라스트의 뒤꿈치가 지면에 닿은 

상태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 다. 이에 따라 라스트의 

볼 지 과 뒤꿈치가 수평이 되도록 바닥에 놓은 상태

에서 앞코 들림을 25mm로 설정하 다. 

표 6. 표준 라스트(255EEE 사이즈)의 3D 모델링을 위한 항
목별 치수                        (Unit; mm)  

번호 부
라스트
치수

번호 부
라스트
치수

a 라스트길이 265 m 발목높이 88
b 앞코끝점~단면선1 30 n 복사뼈높이 72
c 단면선1~단면선2 58 o 발꿈치위점높이 60
d 단면선2~단면선3 26 p 발꿈치점높이 22
e 단면선3~단면선4 49 q 아치높이 10
f 단면선4~단면선5 46 r 단면선1 너비 55
g 단면선5~단면선6 46 s 단면선2 너비 92
h 단면선6~발꿈치점 10 t 단면선3 너비 75
i 앞코들림 25 u 단면선4 너비 65
j 발가락높이 20 v 단면선5 너비 60
k 볼높이 38 w 단면선6 너비 50
l 발등높이 60 x 앞코공간 10

2.2 3D 모델링을 위한 단면도 제작
유형 A, 유형 B, 유형 C의 표모델은 각 집단의 항

목별 평균 발 치수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피험자들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발 유형별 표모델들의 3D 발 스

캔 형상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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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

 정면 측면 윗면
그림 3. 유형별 대표모델의 3D 발 형상

유형별 표모델들의 발 스캔 데이터에서 추출된 XZ

평면, YZ평면, XY평면 방향의 단면도를 부 별로 합

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3D 발 스캔 데이터의 단

면도들은 유형별로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달라 세 유형의 

단면도들의 간 을 따라 정리하여 합도를 완성하

다. 3D 스캔된 인체의 발 형상 데이터에는 라스트에 

합하지 않은 복잡한 불규칙 곡선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스트는 발을 감싸는 신발을 만들기 한 골격이기 때

문에, 인체의 복잡한 굴곡을 가감 없이 복제할 것이 아

니라 신발의 최종 형태를 고려하여 부 별로 치수를 가

감하여 부드러운 곡선으로 형태를 재해석해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단면 합도에서 라스트의 

3D 모델링에 합하지 않는 불규칙한 곡률들을 매끄러

운 유선형 곡선으로 재정리하여, 라스트 제작을 한 

한국 30  남성 평균의 발 단면도로 제시하 다. 

라스트는 발 형상 치수와 구두의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제작된다. 디자인이 가미된 구두를 착용하게 

되면 구두 안에서 발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두 

내부 공간인 라스트의 형태는 인체의 발 형상과는 다르

다. 남성화의 경우 족부 부분에 주로 디자인이 가미

되는데, 앞코 형태를 인체의 발 형태보다 좁고 길게 디

자인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코분량

이 10mm이고, 달걀형 앞코(oval toe) 모양을 갖는 

인 토 스타일(Plane Toe Style)의 클래식 남성화용 라

스트를 제작하 다. 인 토 스타일은 앞코 형태를 

인체의 발 형태보다 좁고 길게 디자인하게 되므로, 이

러한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인체의 발 족부에 해당

하는 [그림 4-1]의 단면도 1∼단면도 2 형상을 [표 6]의 

치수에 맞춰 폭은 이고 길이는 늘여 라스트용 앞코의 

단면도를 완성하 다[그림 4-2]. 

한편, 구두는 발을 장시간 감싸 체 을 지탱하게 되

므로 발의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족부의 발아치가 

구두바닥에 지나치게 착되면 보행할 때 발에 가해지

는 압박이 증가해 피로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라스트

의 내측 아치 부분에 해당하는 단면도 3∼단면도 5 부

분은 [그림 4-1] 평균 남성 단면 곡선에 구두의 여유 공

간을 포함하여 [표 6]의 치수에 맞게 치수를 늘여 라스

트용 단면도를 완성하 다[그림 4-2]. 치수를 반 하여 

최종 완성한 XY평면 방향의 라스트용 단면도 1∼단면

도 6의 곡선은 Solidworks 소 트웨어의 3D 모델링 단

계에서 XY평면의 스 치 곡선으로 사용하 다.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4-1. 유형별 단면 중합도 4-2. 라스트용 단면도
주)  유형 A,  유형 B,  유형 C, 
     30대 평균남성,  255EEE사이즈 라스트용 단면도

그림 4. 유형별 단면 중합도와 라스트용 단면도

2.3 3D CAD를 사용한 3D 모델링
계측된 발 치수와 단면도를 바탕으로, 라스트의 3D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그림 6]. 

Step1. [표 6]의 부 별 라스트 치수와 [그림 5]의 라

스트용 단면도를 이용하여, 3D 라스트 모델의 정면, 측

면, 윗면 단면도를 각각 Solidworks◯R  소 트웨어에서 

스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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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우측면

윗면 등각보기(ISO)
Step1. 평면 스 치 (정면, 우측면, 윗면 방향)

Step2. 피처 형성 Step3. 솔리드 모델 완성

Step4. V 단 제작 Step5.  슬라이딩 연결장치 제작

(1) 정면(Front Plane)과 평행한 6개의 평면을 만들었

다. 각 평면의 거리는 [표 6]의 라스트 부 별 치

수를 참고하 다. 만들어진 새 평면에 [그림 5]의 

라스트용 단면도 1∼단면도 6을 각각 스 치하

다.

(2) 우측면(Right Plane)에 단면도 7을 스 치하 다.  

(3) 윗면(Top Plane)에 단면도 8을 스 치하 다. 

Step2, Step3. 단면도 1∼단면도 6을 각각 순서 로 

로 일로 지정하고, 단면도 7과 단면도 8을 안내곡선

으로 지정한 후, 로 트 피처(Loft Feature)를 만들어 

솔리드 모델을 완성하 다.

Step4, Step5. 완성된 구두에서 라스트를 손상 없이 

탈골하려면 구두용 라스트의 앞코 부분과 뒤꿈치 부분

이 구부러지거나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부분의 신

발 제작에 사용되는 V 단(V cut)은, 라스트의 간 부

분을 V자 형태로 제거한 후 간에 고리형태의 철심을 

박아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맞닿아 힐 수 있게 제

작된다[34]. 본 연구에서는 V 단면에 세로방향의 슬라

이딩 연결 장치를 만들어 3D 린  후 철심 연결 작업

이 필요 없도록 하 다. 이를 하여 3D 라스트 모델을 

가쪽복사 을 기 으로 V형태로 만든 후, 앞코 부분과 

뒤꿈치 부분을 분리하 으며, 분리된 V 단의 단면에 

연결을 한 슬라이드 홈을 추가하여 라스트의 3D 모

델링을 완성하 다.

그림 6. Solidworks◯R CAD를 사용한 3D 모델링 과정 

3. 표준 라스트의 3D 프린팅
Solidworks◯R  소 트웨어에서 완성된 3D 모델링 

일은 3D 린터의 컴 일링 소 트웨어에서 열리도록 

STL 일로 장하 다. 출력단계는 [그림 7]과 같다. 

Step1. MakerBot Replicator
TM2 린터의 슬라이서 

소 트웨어(MakerWareTM)를 열고, STL 확장자로 

장된 3D 모델 일을 열었다. 

Step2. MakerWare
TM 설정 창에서 출력 조건을 설정

하 다. 모델의 형태를 왜곡 없이 출력할 수 있도록 바

닥면(Raft)와 지지 (Support)를 만들고, 출력시간을 

단축하기 해 모델의 내부 채움(infill) 정도는 체 모

델의 10%로 설정하고, 오류를 이고 안정 인 출력결

과를 해 필라멘트가 사출되는 층 이어의 높이

(Layer Hight)는 0.2mm로 설정 한 후, STL 일을 

G-code 변환하 다. 변환된 G-code는 3D 린터 헤드

가 층 출력을 해 이동하는 경로(tool-path)의 좌표 

값을 포함하고 있어 3D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Step3. 3D 린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방지하고 안정 인 출력을 진행하기 해, 

3D 모델의 기 부에 이 단계에서 설정한 바닥면

(Raft)을 먼  출력한다.  

Step4, Step5. 3D 모델의 단면을 한 층씩 쌓으면서 출

력하여 3D 모형을 완성하 다. 출력은 앞코 부분과 뒷

굽 부분으로 나 어 진행하 다. 

Step6. 완성된 출력물에서 바닥면과 지지 를 제거하

다. 한 FDM 방식으로 층 출력 된 결과물에서 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2196

반 으로 나타나는 거친 층 표면을 연마(Polishing)

하여 라스트 모형을 정리하 다. 후처리가 끝난 후 최

종 완성된 3D 린  라스트는 [그림 8]과 같다.

Step1. STL 일 불러오기

Step2. G-code 변환

Step3. 바닥면 출력 Step4. 층 출력

Step5. 출력종료 Step6. 후처리

그림 7. MakerBot ReplicatorTM2 3D 프린팅 과정 

 완성된 앞코 부분과 뒷굽 부분  슬라이딩 연결장치 결합

정면  우측면 윗면
 최종 완성 라스트 

그림 8. 표준 라스트의 3D 프린팅 결과  

4. 3D 프린팅 라스트의 향후 활용
기존에는 라스트를 제작할 때 소재를 깎아 원하는 형

태를 조각해내는 CNC 삭기기(Computer Numerical 

Control Milling Machine)를 주로 사용하 으나, 부피

가 크고, 비싸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이나 소

상공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3D 

린터가 빠르게 보 되고 있어, 렴한 비용으로 맞춤

형 라스트의 생산이 가능하다. 3D CAD로 작업한 표  

라스트의 3D 모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장된 

일을 불러내 고객의 체형에 맞도록 세부 치수를 수정하

여 3D 라스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손쉽게 3D 린

터로 출력하여 개인 맞춤형 라스트를 만들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9-1]에서는 평균사이즈인 255EEE 사이즈보다 

발길이가 10%(25mm) 더 큰 280EEE 사이즈의 고객을 

한 라스트를, [그림 9-2]에서는 255EEE 사이즈보다 

발 비가 10%(10mm) 더 작은 255B 사이즈의 고객을 

한 맞춤형 라스트를 3D 표  라스트를 활용하여 3D 

CAD로 시뮬 이션 하는 과정을 제시하 다. 장된 

3D 라스트 모델의 스 치 도면 일을 열고, 수정할 부

의 치수를 클릭한 후 변경 값을 입력하여 스 치도면

을 수정하면 새로운 사이즈의 라스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다.

Step1. 발길이 스케치 수정 Step2. 3D 리모델링 
9-1. 발길이 커스트마이징 (255EEE → 280EEE)

Step1. 발너비 스케치 수정 Step2. 3D 리모델링 
9-2. 발 비 커스트마이징 (255EEE → 255B)

그림 9. 3D 표준 라스트의 커스트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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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3D 스캐닝 - 3D 모델링 - 3D 린  기술

은 기존 모델을 활용하여 사이즈와 디자인의 다양한 변

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제작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Ⅳ. 결 론

라스트는 구두 제작에 필수 도구이며, 착용자의 발 

크기와 형태, 구두의 디자인에 맞게 제작된다. 라스트는 

복잡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3차원의 발 형상을 반 하

여 3D 형상과 련된 정보와 기술이 총체 으로 집약

한 결과물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3D 틴  기술을 이

용한 구두 제작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 으나, 국내에

서는 아직 도입 기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

화산업의 경쟁력 확 를 해, 3D 스캐닝, 3D 모델링, 

3D 린 의 첨단 기술로 구성된 3D 제작 로세스를 

라스트 제작에 도입하 다

3D 린  라스트를 제작하기 해, 2010년도 제6차 

SizeKorea에서 수집한 한국 30  남성 200명의 3D 발 

스캔데이터로부터 발치수의 구성요인을 분석하고, 30

 남성의 발 유형을 분류하 으며, 유형별 표모델을 

선정하 다. 표모델의 평균 발치수를 바탕으로 모델

링 치수를 선정하고, 3D 발 데이터를 RapidformTM 소

트웨어로 XY평면에 평행한 6개의 단면, YZ평면에 

평행한 1개의 단면, XZ평면에 평행한 1개의 단면을 기

으로 슬라이싱 하여 단면도를 추출하 다. 추출된 총 

8개의 단면도의 불규칙한 곡선 부분을 수정하고, 구두

의 형태를 고려하여 앞코 공간과 발아치 여유를 포함한 

상태로 단면도를 최종 수정하 다. 이들 단면도는 3D 

모델링을 한 정면, 측면, 윗면 단면도의 스 치 곡선

으로 사용되었다. 남성화 라스트의 3D 모델링에는 3D 

CAD인 Solidworks◯R를 사용하 다. 

완성된 3D 모델은 FDM 방식의 보 형 3D 린터인 

MakerBot Replicator2를 사용하여 출력되었으며, 사출

재료로는 PLA 필라멘트가 사용되었다. 3D 린터에 

장착되어 있는 컴 일링 소 트웨어인 MakerWare
TM

를 실행하여, STL 일 형태로 장된 3D 모델을 불러

낸 후 3D 린  과정에 필요한 바닥면과 지지 를 설

정하고, 내부채움과 이어 높이의 정값을 10%, 

0.2mm로 각각 설정하 다. 3D 라스트의 앞코부분과 뒷

굽 부분은 따로 층 출력하 다. 출력된 3D 모형에서 

지지 와 바닥면을 제거하고 표면의 거친 부분을 연마

하여 최종 3D 라스트를 완성하 다. 

3D 린터는 출력 시간이 오래 걸려 량생산 시스

템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다품종소량생산 

 맞춤형 제품생산 시스템에서는 상 으로 비용과 

노력이 게 드는 효과 인 방식으로, 본 연구는 제화

산업에서 3D 린  기술이 재 상용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3D 스캐닝, 3D 모델링, 3D 린 의 3

단계로 진행되는 제품의 생산 설계 방식은 향후 의류패

션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3D 린  라스트의 성능을 검

증하기 해서는 이를 활용한 실제 구두 제작과 시제품

에 한 착용 평가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구두의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3D 린  라스트 설

계는 제화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3D 린  콘

텐츠이며, 향후 산학 력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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