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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들 사이에서 기능성 신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 신발 

및 맞춤형 신발은 높은 가격대와 긴 제작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3D 스캐너 도입으로 해결이 가

능하나, 정확한 발 형상 측정이 가능한 3D 스캐너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매장별 보급이 어렵다. 본 논문

은 기능성 신발의 보급을 위하여 저가형 3D 스캐너에서 정확한 발 고유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저가형 Depth Camera를 이용한 저가형 3D 스캐너의 발 형상 3D 점

군 데이터를 2차원으로 변형하고, 발 형태를 감싸는 최소 사각형(Min Area Rect)를 형성하여 발 안쪽점 및 

발 가쪽점을 추정한다. 생성된 최소 사각형과 발 안쪽점 및 발 가쪽점 등은 발 고유 변인 측정의 기준이 된

다. 실험 결과에서는 측정 기준을 이용하여 발 고유 변인인 발 길이, 발 너비, 발꿈치 너비, 발꿈치에서 발 

안쪽점 및 발 가쪽점 길이 등 5가지 고유 변인을 측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키워드: 점군 데이터(Point cloud), 깊이 카메라(Depth camera), 

3차원 스캐너(3D Scanner), 발 고유 변인(Foot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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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직장인, 학생, 환자, 운동선수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들 

사이에서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신체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성 

신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민 소득이 2만 불 이상인 

선진국에서의 기능성 신발 점유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1]. 미국 

발병학 협회(American Podiatric Medical Association)의 18~60세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35%가 신발 구매 시 외형보다

는 착용감을 추구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의해 당뇨 

치료, 다이어트, 정형 치료 등 다양한 기능성 신발들이 개발 및 출시되고 

있다[1]. 기능성 신발은 개인 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개인의 

발 형태와 상태가 다르고 신체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신발의 형태가 

다르다. 이 때문에 기능성 신발 및 맞춤형 신발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 100만 원 대의 높은 가격을 보이며[2], 1~2주 

이상의 생산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스

펙스, 피츠, 르까프 등 다양한 업체들이 신발 제작에 3D 스캐너를 

도입하여 발 고유 변인 측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3]. 

그러나 발 형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3D 스캐너의 경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매장별 보급이 어려우며, 저가형 3D 스캐너의 경우 

정확한 발 고유 변인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매장별 보급과 정확한 

발 고유 변인 측정을 위하여 저가형 3D 스캐너에서도 발 고유 변인 

추출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저가형 3D 스캐너에서도 발 고유 변인 추출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 저가형 Depth Camera를 

이용한 저가형 3D 스캐너의 발 형상 3D 점군 데이터를 2차원으로 

변형하고, 발 형태를 감싸는 최소 사각형(Min Area Rect)를 형성하여 

발 안쪽점 및 발 가쪽점을 추정한다. 생성된 최소 사각형과 발 안쪽점 

및 발 가쪽점 등은 발 고유 변인 측정의 기준이 된다. 실험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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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을 이용하여 발 고유 변인인 발 길이, 발 너비, 발꿈치 

너비, 발꿈치에서 발 안쪽점 및 발 가쪽점 길이 등 5가지 고유 변인을 

측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II. Proposed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점군 데이터에서의 발 고유변인 검출 

시스템의 흐름도는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System Flow

발 고유 변인 측정을 위하여 촬영된 발 형상 3D 점군 데이터를 

Z축 기준으로 하여 Fig. 2. 1.과 같이 10mm 이하 영역만을 픽셀당 

1mm를 갖는 2차원 평면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점군 데이터는 Canny 

Edge를 이용하여 윤곽선 영역을 검출한다. 윤곽선 영역은 Min Area 

Rect로 발을 감싸는 최소 사각형 영역을 검출하여 Fig. 2. 2.와 같이 

발 고유 변인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세로 길이는 발 너비, 가로 

길이는 발 너비가 된다. 발 안쪽점 및 가쪽점은 Fig. 2. 3.에서의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으로 각각 최소 사각형의 72% ~ 75% 영역과, 

63% ~ 67% 영역에서 최소사각형과 가까이 있는 점이다. 각각 점들에

서 기준 점까지의 길이가 발꿈치-발 안쪽점, 가쪽점 길이가 된다. 

발꿈치 너비는 발 길이의 16% 지점에서의 수평의 너비로 발 내부 

픽셀의 개수로 측정한다.

Fig. 2. 1. Fig. 2. 2. Fig. 2. 3.

Fig. 2. Detection process

Fig. 3은 검출된 발 고유 변인의 위치 설명에 대한 그림이다.

Fig. 3. Foot parameter position example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저가형 3D 스캐너에서 발 고유 변인 추출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발등 높이, 아치 높이, 

아치 넓이 등의 추가적인 변인 검출을 진행할 예정이며, 저가형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 변인 검출, 딥 러닝을 이용한 추가적인 

변인 추정 및 인솔 제작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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