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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발 산업은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신발 
산업이 부산 지역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평양의 최
봉규가 1919년에 세운 고무신 공장, 혹은 서울의 이하영
이 세운 대륙고무공업을 신발 산업의 효시로 본다. 신발
산업은 본래 발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실용적인 목
적으로 개발 되었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패션
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많은 쇼핑몰 사이트가 있지만 
고객 맞춤용 수제화만을 위한 쇼핑몰은 보기 힘들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절별 신기 좋은 신발 브랜드 추천
과 수제 장인 소개, 유명연예인들의 신발코디를 소개해
주는 게시물을 이용하고 인기 브랜드 신발들을 판매 및 
추천해주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2. 경쟁사 비교분석 및 요구분석

  슈즈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을 위하여 신발 브랜드 
관련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자료 조사와 계절별 인
기상품을 조사하였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스트
리머의 패션코디 참고자료를 수집하였다. 표1은 경쟁 사
이트들의 장,단점과 특징, 개선안을 나타내고 있다. ABC
사는 많은 고객들이 접속하는 곳이나 고객들이 찾는 제
품은 언제나 품절을 나타내고 있어서 슈즈를 미리 많이 
구비해놓은 점이 필요하다. 분홍 코끼리는 사람들이 잘 
찾는 곳은 아니지만 광고나 홍보, 이벤트, 쿠폰 사용을 
실시하여 고객들의 발걷음을 붙들어야 한다. 무신사 스
토리는 많은 고객들이 많은 브랜드가 모여있다는 점과 
세일도 많아서 상품에 거품도 있을 수 있다. 개선안과 함
께 고객 맞춤형 수제 신발을 굉고 및 홍보도 온라인, 오
프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유스케이스도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과 외부요소
(유저나 외부시스템)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
발 초기에 유저가 원하는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을  표현
할 때 사용한다. 액터(Actor)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거기

에 관련된 모든 외부요소를 표현한다. 유스케이스는 시
스템이 제공하는 기능과 외부요소의 관계를 나타낸다 경
계(서브시스템, 모델)는 시스템화 대상의 범위나 모델의 
단위를 나타낸다. 유스케이스도의 기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고객은 원하는 수제화를 선택한 후 제작자명을 검
색하여 장바구니에 담거나 제작자명 검색을 생략고 바
로 수제화를 장바구니에 저장하기도 한다. 관리자는 수
제화 예약을 확정하고 메일이나 SMS을 고객에게 보낸다.

표1. 슈즈관련 경쟁사들[1][2][3]의 비교 분석

 

▶▶ 그림 1. 유스케이스도

고객맞춤형 수제 신발을 위한 반응형 웹 사이트 분석 및 설계
Analysis and Design of Reactive Website for Customized Handmade Shoes

권용제,  김수유*, 김재생**, 김인범***

김포대학교

Yong Je Kwon, Su You  Kim, Jae-Saeng Kim, Inbum Kim

Kimpo University

 요약

21세기에는 신발이 발 보호만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의 옷, 패션으로 인정받는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제화 주문형 쇼핑몰 관

련 사이트를 3개 선정하여 잔단점을 분석하였고, 다수의 게시판들을 운영하여 신발 코디법을 소개 및 판매, 코디 추천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반응형 웹사이트를 설계하였다.



한국콘텐츠학회 2019 춘계종합학술대회 436

3. 설계 

  그림 2는 메인 화면의 메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
체적인 구성은 여러가지 인기를 끌 수 있는 계절별 최신 
신발들을 메인화면 이미지로 사용할 것이며, 게시판을 
배치하고, 게시판 구성은 계절별 신발 추천, 유명 연예인
코디 추천, 문의, 자유게시판 등으로 설계하였다. 메인화
면 메뉴에서는 신발브랜드를 나열해서 한눈에 볼 수 있
도록 디자인하였다. 

▶▶ 그림 2.  메뉴도

  그림 3은 메인화면에 대한 스토리보드이다. 메뉴는 브
랜드별로 대분류를 구성하였고, 게시판을 메인화면 오른
쪽 영역에 배치하여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고객이 바로 유명스타 코드, 계절별 코디 추천, 인기상
품, 1:1 문의 등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3. 메인화면 스토리보드

4. 시제품 구축 

  시제품은 HTML5와 CSS, 구글의 오픈소스 등을 사용
하여 메인화면을 그림 4와 같이 구축하였다. 

▶▶ 그림 4. 메인화면 -프로토타입

  그림 5는 화면 설계에 따라 실제로 구현된 메인화면을 
나타내는 소스코드이다. 아직 반응형 웹사이트의 완성도
는 낮은 편이나 계속 구현하고 있는 중이다. 메인화면은 
태그 조정으로 메인 image container 크기에 가변성을 
부여하여 PC화면이나 모바일 화면이나 두군데 다 적합하
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그림 5. 메인화면 구현 코드

5. 결론

  신발 산업은 발의 보호뿐만 아니라 패션 측면으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요즘시대에 사람들은 옷 뿐 만이 아
니라 신발에도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한다 이때문에 요즘 
신발 산업은 예를 들어 ABC마트 같은 사이트는 인기 브
랜드 및 최신 신발 정보를 계속 업로드해서 사람들의 관
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일반적인 슈즈 쇼핑몰에서 
신발만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제화 제작자
를 검색하여 수제화를 쇼핑하는 프로세스와, 신발과 옷
의 조화를 생각해서 계절별로 옷에 알맞은 신발을 추천 
및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유명 연예
인 신발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콘텐츠를 재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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