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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로젝트 테마는 ‘CNN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가상 옷장’이다. 딥러닝 기술을 웹페이지
에 적용시켜 사용자의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을 자동으로 저장해서 관리해준다. 의류 이미지를 수집
하고 딥러닝 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분류하여 저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옷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1. 서론 

최근 인공지능(AI)이 패션업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딥러닝 기반 패션플랫폼이 유통과 소비에 미치
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딥러닝 기술을 패션과 접목시
키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러닝이 두각을 
보이는 분야는 가상피팅과 개인화된 코디이다. 본 연
구는 위 분야의 필수적인 기반연구로써 가상옷장에 
딥러닝 모델이 옷을 분류하여 저장해준다.  
본 연구의 배경에는 옷장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겪는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에서 시작하였다. 영
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남성은 13분, 여성은 
17 분이상을 매일 아침 그 바쁜때에 옷을 고르느라 
고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게만 보면 생각보
다 얼마 안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로 봤
을 때 순수 옷 고르는데만 거의 6 개월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옷을 사도사도 입을 옷은 없고, 옷을 사
서 집에 가보면 비슷한 옷이 있었던 경험, 다들 한번
씩은 겪어봤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불편함이 발생
하는 이유를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옷장으로 보았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류를 AI 가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가상옷장에 저장하여 관리가 용
이하게 도와주는 AI 기반 웹페이지를 제안한다.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2. 방법론 

2-1. 아이디어 및 요구사항 

사용자의 의류를 AI 가 자동으로 분류해 가상옷장
에 저장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의류를 촬영하여 업로
드하거나 기존 사진 폴더에 가지고 있었던 의류 사진
을 업로드한다. 입력된 의류 이미지를 AI 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카테고리별로 가상옷장에 저장한다. 사용자
는 분류된 의류 이미지가 저장된 가상옷장을 웹페이
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날씨에 
따라 사용자화된 코디를 추천하여 개인이 옷을 고르
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추가로 가상 캐릭터에 옷 입
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옷 태그를 카메라로 인
식하여 의류의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 아이디어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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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공지능 실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인기술은 촬영된 의류 이미
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이미지 분류를 통해 해결하기
로 한다. 또한 AI 기반으로 구현한 기술의 활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웹페이지에서도 실험을 진행한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Image Classification[3]이란 이미
지 내 특정 사물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를 
위해 CNN[1]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하
며 그림 2 는 모델의 구조이다. 데이터셋은 Fashion-
MNIST[2]를 활용하여 티셔츠/탑(T-shirt/top), 바지

(Trouser), 풀오버(Pullover), 드레스(Dress), 코트(Coat), 
샌들(Sandal), 셔츠(Shirt), 스니커즈(Sneaker), 가방(Bag), 
앵클부츠(Ankle boot)로 분류한다. 이 데이터셋은 약 
70,000 장의 의류 데이터셋으로 열가지 클래스로 레이
블링 되어있는 28x28 픽셀인 흑백으로 된 이미지들로 
이루어져있다. CNN 모델을 직접 설계하여 실행하고 
테스트 및 평가한다. 과적합을 막고 모델 성능을 높
이기 위해서 dropout, image augment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그림 2) 모델의 구조 

 
 

3. 인공지능 실험 결과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한 결과 그림
3 과 같은 모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Accuracy 는 약 93%, validation accuracy 는 0.9328, 
validation loss는 0.1963이다.  

 

 

 
 

(그림 3) 모델의 성능평가(위), 테스트 화면(아래) 
 
 

모델이 한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의류 이
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
스트를 진행한다. 사용자가 직접 찍은 의류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미지 처리를 한 후에 그림 3 과 같이 모델
에 적용시켜본다. 딥러닝 모델에 스니커즈 사진을 넣
으면 스니커즈라고 올바르게 분류하고, 반팔티 사진
을 넣으면 T-shirt/top 이라고 제대로 분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된 옷들은 웹을 이용하여 가상옷장의 
형태로 한번에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4. 웹 실험 구성 및 결과  

Keras 로 구현한 모델은 변환기를 사용하여 
tensorflow.js 로 변환하여 웹에서 서비스한다. 카테고리
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가상옷장으로 이동하여 
분류된 옷을 확인할 수 있다. 딥러닝 모델을 웹페이
지에서 서비스 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
두 구축하였다. 프론트엔드의 사용기술은 html, css, 
javascript 이다.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깔
끔한 ui 를 적용한다.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가
입 페이지에서 pw_check() 함수를 만들어 한번 더 확
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백엔드는 spring 프레임
워크로 웹 서버를 구축한다. MariaDB 로 관계형 데이
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JPA 로 DB 제어한다. MCV 모
델로 thymeleaf 를 통해 프론트엔드와 연결하여 테스
트 환경을 설계한다. 사용자의 정보가 담기면 member 
객체에서 비밀번호 암호화 처리 후 DB에 회원정보가 
저장된다. 로그인과 회원가입시 SpringSecurity 로 보안
성을 높여서 실제 서비스되는 환경과 유사하게 만든
다. 카테고리 분류 서비스 로직을 통해 딥러닝 모델
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카테고리에 맞게 처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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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에 member 연관관계 주입을 하고 이미지 
파일 경로를 저장하여 의류 이미지를 DB에 저장한다. 
옷장 페이지에서 카테고리 별로 분류한 의류 이미지
를 보여준다. JPQL 을 사용해서 사용자별 전체리스트
와 카테고리별 리스트를 DB에서 추출하는 쿼리를 작
성하여 옷장페이지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
다. 그림 5 의 가상옷장 웹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는 자
신의 옷이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 또는 카테고리
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5) 가상옷장 웹페이지 
 

5. 결론 

국내 AI 시장은 2021 년 대비 24.1% 성장한 9435
억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해당 기술을 적용하
여 웹, 앱으로 서비스하는 업체 및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사
용자는 쇼핑시 본인의 가상옷장을 참고하여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원활한 옷장관리를 통해 사용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한 해당 연구를 가상 피팅 및 맞춤형 코디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진 행할 실험은 날씨에 따
른 적절한 코디 추천, 가상 캐릭터에 옷입히기(가상 
피팅), 옷 태그 detection 하여 의류 정보 제공이다. 이
러한 추가 실험을 진행한 후 스마트 미러에 적용한다
면 스마트 패션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
다.  
본 논문에서는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

여 데이터셋 Fashion-MNIST 를 활용하여 여러 카테고
리로 나눌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모델을 웹에 적용
하여 의류 이미지를 분류하여 웹페이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향후 웹페이지에 저
장되어있는 사용자의 옷으로 추천하는 계절별 코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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