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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가상현실에서의 신발류 이지오더 Prototype 개발의 기초 연구

임지영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The Basic Study for Development of Shoes’ Easy-Order Prototype

in 3D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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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health of feet is connected with individual's health and affects a man's activity. Shoes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feet and to absorb the impact of land. Thus, design, comfort and economical efficiency are important factors 
of shoes. Consumers can choose suitable shoes for their feet in off-line shopping. However, in on-line shopping, because 
they can not wear shoes, compare to the off-line shopping, there are many problems in internet shopping. First, con-
sumers can get limited information of shoes because they must search information of purchase without other's help. Sec-
ond, because consumers can not get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design, size and a comfort of wearing, they can not 
make a careful decision. Above these, the solution of user-oriented internet shopping is development of new type of pro-
totype which is accessible to user and to offer visual information through 3D-virtual re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poment of shoes easy-order prototype so to reduce of internet shopping risk and offer to shopping convenience. 
Contents of the new prototype are as follows; 1. Consumers can print out a foot shaped plane figure and compare it to 
their foot. If the size of printed sheet is not proper, consumers can choose another size. Through this step, they can get 
their own size. 2. In 3D-virtual reality, consumers can get a various visual information. So they feel wearing comfort indi-
rect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an important case study to develop of shoes' easy-order pro-
totype for a disabl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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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로 제2의 심장이라 부르며       

발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어 인체활동의 능률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도        

구로서의 신발은 발을 보호하면서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디자인과 함께 착용기능성, 그리고      

경제성의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신발은 의류와 비교할 때        

치수간 허용 신체치수의 범위가 부위별로 2~4 mm로 매우 좁        

아 치수의 적합성이 민감하게 요구되는 피복류이다(한국공업표     

준협회, 1986). 따라서 장시간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        

면 발의 형태가 변형되는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며 인대와 근육        

이 약해지거나 늘어나서 아프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발        

생하여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이종철, 1995). 

의복과 마찬가지로 신발류의 주문제작은 개개인의 발의 형      

태와 특징을 파악하여 개별 제작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기성       

화보다 착용감이 더 뛰어난 신발을 착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기성화의 경우 대부분 생산업계에서는 발의 형태분류 없이     

발의 길이만을 5 mm 간격으로 분류하여 사이즈를 제시하고 있     

는 실정이며 업체별로 표준화된 치수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있     

어 같은 호수라도 다른 상표의 신발 구매시 소비자의 발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레져용 신발(등산화, 축구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개발     

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발류는 평소에 착용하는 신발     

호수와는 다른 치수를 착용하게 되고 운동기능성이 더욱 요구     

되는 품목으로 사이즈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레져용 신발은 남여공용으로 생산되어     

판매되거나 발길이보다 5 mm 큰 것을 주문하고 특히 발볼이     

넓은 경우는 5 mm 더 큰 것을 주문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맞     

음새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을 가중 시키고 있다. 

오프라인상점에서의 신발 구매는 소비자가 직접 신발을 착     

용해 봄으로써 어느정도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음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은 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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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규모면에서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인터넷 쇼핑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신발 구매시 발의 형태와 신발        

의 치수 적합성은 다른 피복류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일방         

적이고 정형화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감성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바로 반품률로 나        

타난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해결 방안은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의      

개발이며, 프로토타입에 따른 interface를 통해 3D 가상현실로      

내용면에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시        

각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가상현실과 더불어 빼 놓을 수 없        

는 것이 바로 착용기능성이며 이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좌우하       

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신발을 착용하여 자신의 발에 적합한가를 직접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발 형태 분류 및 그에따른 신발 설계지         

표를 계측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비록 소비자가 직접 신발       

을 신어 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발 치수와 형태를 간단히 계측         

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을 판단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 한다. 

가상현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연구가 되어오고 있는 만큼       

패션, 가상환경, 정보의 시각화, 교육, 의학, 영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가상현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가상현실의 기능성을 이용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이건창·정남호, 2000), 가상현실과 패션을 접목시킨 연구     

(김혜영, 2000; 윤지선, 2001; 배리사, 2003)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나 이들 연구는 모두 의복과 관련된 연구로 신발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가상현실에서의 신발류 이지오더 프로토      

타입 개발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신발류 인터넷 구매 사이트의 문        

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된 신발류 이지오더 프로토타입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신발류착용적합성에 관     

한 인터넷 구매의 위험성을 줄이고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토타입의 구체      

적인 내용은 첫째 소비자가 자신이 선택한 신발에 대한 2D 평         

면화를 출력해 봄으로써 자신의 발 사이즈 및 형태와 직접 비         

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3D 가상현실로 이지오더 프로토타        

입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신발의 디자인에      

대해서 소비자 중심의 이미지를 최대한 경험할 수 있게 하며        

기능성에 있어서도 상호작용에 의한 시각적 결과로 어떠한 기       

능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소비자의 감성적 만족을 극대       

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는 향후 거동이 불편한 장        

애인들을 위한 신발류의 이지오더 프로토타입 개발에도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상기 연구내용에 따른 구체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기존 신발류 인터넷 사이트 분석

신발류의 새로운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위해 기존 신발류 인     

터넷 쇼핑 사이트를 분석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쇼핑몰 사이     

트 선정은 웹 사이트의 순위분석전문사이트인 http://rankey.com     

에서 종합쇼핑몰 분야 총 214개 중 2005년 6월~7월 기준으로     

상위 5위권 내 쇼핑몰인 CJ몰, 신세계몰, d&shop, 우리홈쇼핑,     

GSeshop을 선정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신발류 전문판매 사이     

트 3곳을 선정하여 신발의 가격, 사이즈, 굽높이, 색상, 소재,     

배송정보, 상품 상세설명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2.2. 발바닥 형태의 2D 평면화 출력

신발의 적합성은 발 형태와의 적합성이나 신발의 소재, 신발     

의 구조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의 신발 착용 후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발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유형화가 먼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 형태의 2D 평면화를 얻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령별, 성별로 발의 형태분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발류의 새     

로운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이므로 각각의 발 유형     

별 프로토타입은 향후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 연구에서는     

발 형태의 2D 평면화 출력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     

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향후 연구에서 제시할 발의 형태 및     

치수를 사이즈별로 소비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     

이스화 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평면화 출력을 위해서 소비자는 사이즈별 표준이 되는 좌·     

우 발모양을 스케치하고 스케닝하여 이미지화한다. 이는 사용     

자가 출력하여 자신의 발 크기와 직접 비교해 볼 것이기 때문     

에 실제 사이즈로 이미지화하여 출력해야 한다. 그리고 측정시     

주의사항이나 측정방법을 그림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3.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

상기의 발 형태의 2D 평면화가 구매자 자신의 발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라면 다음으로 신발류 구매자가 원하는 것은 신발     

의 기능성 및 심미성이다. 심미성과 기능성은 기존의 사이트에     

서 사진과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시각적인 것을 원하는 구매     

자에게는 여전히 불만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과 문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인 것이다.     

가상현실 체험은 비록 실제 체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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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실제 체험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간접체험 방법이다. 신       

발류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터넷 홈쇼핑       

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상현실을 통한 소비자 만족        

도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즉 소비자가 마우스를 조        

작하여 제품을 360도 회전시키거나 줌인, 줌아웃, 혹은 상·       

하·좌·우로 이동시켜 디자인을 확인하고 및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기능성 확인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상현실의 소프       

트웨어는 3D, 그리고 홈페이지 저작툴로 분류된다.

3D Max, Maya : 3D Software는 신발의 형태를 만들고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3D Software에는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으나 이중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가상현실과 더불어 호       

환되는 소프트웨어는 3D Max와 Maya이다. 이 두 가지 소프        

트웨어는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 중심의 기능 설계가 다를 뿐,        

작업 processor의 면에서는 3D를 만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       

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제작방법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Cult 3D, Viewpoint : 이는 3D로 만들어진 대상을 가상현        

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3D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작        

업이 완성되어지면 완성된 3D 대상을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위해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인 Cult 3D와      

Viewpoint는 각각 exporter를 만들어 3D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        

의 소프트웨어로 대상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플레시(Flash) : 플레시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저작툴이다. 플      

래시에서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버튼 및      

Hyper Link 등 사용자의 편의에 맞도록 구성하여 홈페이지의     

심미성 및 편의성을 구성하는 저작툴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존 신발류 인터넷 사이트 분석 결과

Fig. 2~4는 신발류 인터넷 쇼핑의 일반적인 프로토타입이다.     

온라인 구매시 소비자는 착용목적에 맞는 원하는 신발종류를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Fig. 2와 같은 메인 페이지     

에 신발류의 디자인과 가격대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     

가 원하는 디자인과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면 Fig. 3과 같은     

하위 페이지로 화면이 바뀌면서 색상과, 5 mm 간격으로 분류     

되어 있는 사이즈 분류표에서 자신의 발 길이에 맞는 호수를     

선택하게 되며, 몇 몇의 사이트는 발 볼너비를 단순히 ‘좁은,     

보통, 넓은’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Fig. 4와 같은 제품의 상세정보에서는 소     

재의 재질이나, 사이즈 구간, 굽 높이, 원산지, 디자인 설명, 배     

송정보를 설명하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 정보는 단지     

한 방향으로의 제품 사진을 확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만 구성     

되어 있다. 소비자는 구매결정 후 주문하여 보통 3~7일안에 제     

품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제품수령 후 착용해보고 착용기능성과     

디자인 등을 확인하고 불만족시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게     

된다. 

Fig. 1. 발 형태의 평면화 출력 방법.

  

Fig. 2. 상표별로 분류된  

 홈페이지.

Fig. 3. 일반적인 개별 신발  

 하위 페이지.

  

Fig. 4. 개별 신발 하위 페이지의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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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신발류 인터넷 사이트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1        

에 제시하였다. 기존의 사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정보는        

공급자의 의도에 따른 나열식이고 일방적이다. 비록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형식은 소비자의 어떠한 편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이즈는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각 브랜드별 신발 계측치가 통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의 선택 역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실제 신        

발매장을 찾아 신발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발 형태에        

따라 브랜드 별 신발 구입치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신발의         

디자인과 형태 역시 상기의 그림과 같이 인터넷 쇼핑 제공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형화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       

터넷 쇼핑내의 시각적 조건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각적인 시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발의 부분들을 세밀하        

게 관찰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신발류들은 각 신발만의 상세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단        

순한 서술식의 상세정보는 소비자가 신발을 구매 할 때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신발류가 기능성 신        

발일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신발이 정말 그 기능을 수         

행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신발의 기능 수행의        

모호성이 소비자의 만족도와 일치 되어지지 않을 때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며 동시에 신발류의 반품       

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3.2. 발바닥 형태의 2D 평면화 출력 결과

소비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발 사이즈와 형태를 클     

릭 한 후, 출력되어 나온 출력물과 자신의 발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자신의 발과 가장 유사한 발 형태의 평면화 출력을 위해     

서는 발 부위의 외곽선을 그린 후 이를 인터넷 상에서 제시한     

자료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제품의 디자인 등 여러 외적요인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기존     

의 사이트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의 치수적합성은 실제 착용해 보지 않고서는     

자신의 발에 적합한가를 직접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비록 소비자가 직접 신발을 신어 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발 치수와 형태를 간단히 계측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을 판단하     

여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는 맞춤 신발에서 자신의 발을 계측한 듯한     

이미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 이미지와 자신의 발을 비교하여 자     

신에게 적합한 신발을 선택할 수 있게되므로 소비자의 불만 요     

소가 제거되고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소비자 자신의 발 형태에     

따른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Table 1. 기존 신발류 인터넷 사이트 분석

가격 소재 색상 사이즈 굽높이 볼너비 배송정보 교환반품정보 이미지 상품상세정보 제조 및 원산지 수량

CJ몰 ○ ○ ○ ○ ○ ○ ○ ○ ○ ○ ○

신세계몰 ○ ○ ○ ○ ○ ○ ○ ○ ○ ○ ○

d&shop ○ ○ ○ ○ ○ ○ ○ ○ ○ ○ ○

우리홈쇼핑 ○ ○ ○ ○ ○ ○ ○ ○ ○ ○ ○

GSeshop ○ ○ ○ ○ ○ ○ ○ ○ ○ ○ ○

k 제화 ○ ○ ○ ○ ○ ○ ○ ○ ○ ○ ○

d 제화 ○ ○ ○ ○ ○ ○ ○ ○ ○ ○ ○ ○

v 제화 ○ ○ ○ ○ ○ ○ ○ ○ ○ ○ ○

Fig. 5. 발 형태의 평면화 출력 결과. Fig. 6. 대상의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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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D 가상현실을 적용한 신발류 프로토타입 개발 결과

3D Max와 Maya를 활용한 작업은 아래와 같다.

Modeling : Modeling은 3차원의 가상공간인 X, Y, Z 축을        

중심으로 대상의 형태를 점, 선, 면, 부피의 형태로 front, side,         

top 그리고 perspective view를 보면서 만든다.

Mappping : Modeling에서 대상의 형태만 만들었다면     

Mapping에서는 색상 및 질감 표현으로 대상을 비율로서 만드       

는 작업으로 대상의 실제감을 표현한다.

Animation : 신발의 기능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Animation      

을 사용한다. Modeling이 공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시간(프레임) 개념과 함께 대상의 운동인 Animation이 이루어      

진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와 Exporter는 아래와 같다.

Exporter : Exporter는 3D 소프트웨어에서 가상현실 소프웨      

어로 대상을 이동 시킬 수 있는 매개자이다. 따라서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는 Exporter를 항상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Exporter      

의 View는 가상현실의 View와 마찬가지로 마우스에 의한 360       

도 회전, 이동 그리고 Zoom In, Zoom Out이 가능하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에서는 실제 홈      

페이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이 보이는가 또는 어떠한 방       

식으로 대상이 Animation 되는가를 구성하는 곳이다. 

Flash : Flash는 상기에서도 언급했듯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저작툴이다. 즉 상기에서 작업했던 3D 가상현실 및 버튼 그리     

고 그에따른 Link등과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여 사용     

자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곳이다. 

Fig. 12는 3D-가상현실-홈페이지 저작툴로 이루어진 결과물     

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가상현실을 시각화 또는 실현시켜 보     

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의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Viewer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신발의 피트성은 소비지가 본인의 신발 사이즈 및 형태를 주     

지한 상태에서 본인과 신발 사이의 피트성을 알 수 있도록 하     

Fig. 7. 대상의 Mapping. 

Fig. 8. 대상의 Animation.

Fig. 9. Exporter의 View. Fig. 12. 3D 가상현실을 적용한 홈페이지 결과물.

Fig. 11. Flash 저작툴 사용 예.

Fig. 10. 가상현실 저작툴 Cult 3D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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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ig. 13은 신발의 피트성을 검정하기 위한 결과물로 소        

비자가 사이즈 160 mm-A형태의 발을 선택했을 때의 예를 나        

타내었다. 이 역시 가상현실 모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신발과 자신이 선택한 발의 피트성 정도를 알        

수 있다.

상기 절차에 따른 신발류의 프로토타입 개발 결과를 Fig. 14        

에 요약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신발류 인터넷 구매 사이트의 문제점을 고        

찰하고 개선된 신발류 이지오더 프로토타입을 개발함으로서 온      

라인상의 신발 주문 반품률 제고를 위한 가상현실 적용사례의       

기초연구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지 스캐닝을 활용한 발 형태의 2D 평면도를 출력하        

여 자신의 발모양과 비교해 봄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의 발 형태        

에 가장 적합한 신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 3D Max와 Maya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Modeling, Mappping, Animation의 작업과정을 통해 대상의 3      

차원 가상공간을 만들고 대상의 색상이나 질감을 표현하며 또       

한 시간(프레임) 개념과 함께 대상의 운동인 Animation을 표현       

함으로써 신발 기능성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3. Cult 3D와 Viewpoint를 활용하여 Exporter를 만들고 3D       

소프트웨어에 장착 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로 대상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우스에     

의한 360도 회전, 이동 그리고 Zoom In, Zoom Out이 가능     

하게 한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에서는 실제 홈페이지에서 어     

떠한 방식으로 대상이 보이는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이     

Animation 되는가를 구성한다.

4. Flash 저작툴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도록 구성하여 홈페이     

지의 심미성 및 편의성을 구성한다. 

신발의 적합성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의 신발 구매 후 착용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발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유형화가 먼     

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별, 성별로     

발의 형태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     

입에 적용시킨다면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신발류     

착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에따른 반품이     

나 교환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의 연구     

결과는 각종 산업제품에도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향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신발류의     

이지오더 프로토타입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Fig. 14. 3D 가상현실 적용 신발류 프로토타입 개발 결과. 

Fig. 13. 신발의 피트성 검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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