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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생활화로 인하여 쇼핑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해야하는 오프라인 

쇼핑보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도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에 더욱 편리함을 느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

었다. 온라인으로 하는 쇼핑은 편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인지 판단하기 힘들고 옷을 

잘못 살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전신사진을 이용하거나 신체 사이즈에 맞는 모델을 제공하여, 그 모

델에 옷을 입어볼 수게 하는 앱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앱은 사용자가 가상으로 자신의 몸에 옷을 코디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함으

로써, 스마트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Abstract] 

In recent,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in the shopping marke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generalization 
of mobile devices. Customers have become more comfortable with online shopping where they can purchase clothes without 
having to visit their own shop directly. While online shopping is convenient and easy to buy,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it 
is suitable for you to buy clothes. This paper proposes an application that users virtually coordinate on their own full-body photo 
or a user-specified model. The proposed application encourages smart purchases by enabling users to see their virtual coordination 
on their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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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생활화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1]. 특히, 모바일 

기기의 사용은 쇼핑 시장에서도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2].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해야하는 오프라인 쇼핑보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에 더욱 

편리함을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

핑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는 모바일의 특성으로 인해 모바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1)은 국내의 PC기반 인터넷 쇼핑과 모

바일 쇼핑 매출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까지는 PC 쇼핑의 매출액이 모바일 

쇼핑의 매출액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16년부터는 모바일 

쇼핑의 매출이 PC 쇼핑의 매출보다 높아지게 되면서 점차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3]. 

(그림 2)는 2016년 모바일 쇼핑에 있어서 상품군별 매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3]. 의류 및 패션 관련상품이 18.12%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모바일

을 통한 의류 관련상품의 구매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의류에 있어서 모바일 시장은 중요한 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

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의류 관련상품은 직접 입어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

자의 체형을 감안하고 개인적 분위기 및 취향을 고려할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4]. 모바일로 의류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

은 자신이 고른 옷이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환과 환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환이나 환불은 모바일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반

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다시 배송해줘야 한다는 번

거로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측에서

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옷을 또다시 교환하려면 배송비

가 드는 것뿐만 아니라 입고 싶었던 날짜에 맞춰서 입지 못하

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리케이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용원은 전문 스타

일리스트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스타일을 제안gk

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5]. 본 논문에서는 Table들이 

보다 손쉽게 개인 맞춤형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모바일에서 옷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

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가상 코디네이터 앱은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제안

하는 가상 코디네이터 앱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자신의 전신사진을 등록시키거나 전신사진이 없는 경

우 Table의 정보에 맞는 기본 모델을 제공한다.

둘째, 입혀볼 수 있는 옷들을 사진첩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

여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옷을 입혀 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신이 입혀본 옷을 카카오 톡이나 페이스북 등 여러 

곳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게시판 기능을 활성화시켜 Table들이 옷을 사기 

전 다른 Table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림 1. 국내 PC 쇼핑과 모바일 쇼핑 매출액 (단위: 십억원)[3]

Fig. 1. Sales of domestic PC shopping and mobile 

shopping[3]

Ⅱ. 관련 연구

2-1 기존의 코디 앱 조사

앱 스토어에서는 패션 관련 다양한 모바일 쇼핑앱이 출시

그림 2. 2016년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매출 비율 (단위: %)[3]

Fig. 2. Ratio(%) of mobile shopping sales by product category in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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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대부분 단순한 제품의 나열로 구성된 화면으로 이

루어졌다[6]. 그들 중 코디네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앱으로는 ‘심코디’와 ‘옷 입어보기’, ‘피츄인’이 있다.

1) 심코디

그림 3. ‘심코디’ 서비스화면[7]

Fig. 3. Screen of ‘SimCoordi’[7]

‘심코디’는 실제 판매되는 옷들을 입혀 보면서 코디해 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그림 3)과 같다[7]. 매주 실

제 판매되는 옷들이 업데이트되는 형태로, Table들은 그 옷

들을 이미 지정되어있는 모델에 입혀볼 수 있다. 3D의 모델

이 하나 정해져있어, 그 모델에 옷을 입혀볼 수 있으며, 

Table가 코디한 스타일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Table들

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코디’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옷들로만 코디할 수 있기 때문에 입혀볼 수 있

는 옷들이 한정되어 있고 Table가 원하는 옷을 입혀 볼 수 없

다. 또한, 3D 모델이 나의 체형에 맞게 변경되지 못한다는 점

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코디 앱은 이러한 ‘심코디’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

하여 Table 각각에 맞는 기본 모델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전신사진으로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또한, 입혀

볼 수 있는 옷들을 한정시키지 않고, 사진첩 접근을 통해 사

용자가 원하는 모든 옷들을 입혀볼 수 있도록 한다.

2) 옷입어보기

 ‘옷입어보기’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전신사

진에 직접 입혀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그림 4)와 

같다[8]. ‘옷입어보기’는 자신의 입혀보고 싶은 옷들을 사진

첩에서 가져와 자신의 전신사진에 직접 입혀볼 수 있다. 하지

만, 사용자들의 기본 치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

아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할 때마다 자신들의 치

수를 다시 재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

신사진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는 한계점이 있다. 

제안하는 코디 앱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치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입력해놓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기본 전신사진을 제공해준다. 또한, 자신의 전신사진 

또는 기본 모델에 옷을 입힌 후 바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으로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게시판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코디에 대해 서로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

리고 보다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4. ‘옷입어보기’ 서비스화면[8]

Fig. 4. Screen of ‘Kshstyle’[8]

3) 피츄인

그림 5. ‘피츄인’ 서비스화면[9]

Fig. 5. Screen of ‘fitUin’[9]

‘피츄인’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델과 자신이 찍은 전신사

진을 이용해 원하는 옷을 입혀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로 (그림 5)와 같다[9].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델로는 성인남

자, 성인여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으며, 원할 경우 자신

의 전신사진을 모델로 설정할 수 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

양한 옷들이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옷을 사진첩에서 가져와 

직접 잘라서 입혀볼 수도 있다. 옷의 종류와 잡화류들로 카테

고리가 나뉘어져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피츄인’은 

사용자가 자신의 전신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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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혀볼 수 있지만, ‘옷입어보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

의 기본 치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옷의 치수

와 자신의 치수를 비교하기가 힘들다. 또한 공유하기 기능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부분이 없기 때

문에 자신의 코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기가 어

렵다. 

제안하는 코디 앱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치수를 저장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자신의 코디에 대한 많은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다.  

2-2 기존의 코디 앱 분석

2-1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기존 코디 앱들은 하나

의 쇼핑몰과 연동하여 입혀볼 수 있는 옷이 한정되어있거나, 

자신이 입은 옷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

다. 또한 입혀볼 수 있는 모델이 임의로 만든 하나의 마네킹

모델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표 1>은 기존의 코디 

앱의 문제점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코디 앱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기존의 코디 앱과 제안하는 앱의 차이점

Table. 1. Differences between the proposed app and 

existing coordinator apps

기존의 코디 앱 제안하는 코디 앱

한정된 옷들만 제공
사용자의 사진첩에서 원하는 옷을 
고를 수 있음

기본 모델이 없거나, 기본 
모델 하나만 제공

사용자의 키, 몸무게를 기반으로 기
본 모델 제공, 사용자의 전신사진으
로 모델 변경 가능

사용자들의 치수 저장 기
능이 없음

사용자들의 치수 저장 공간이 있어 
온라인에서 옷을 살 때 좀 더 편리함

사용자가 입혀본 옷들을 
공유하는 기능이 없거나 
부족함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혀본 뒤 카카
오톡, 페이스북 등 여러 곳에 바로 
공유할 수 있음

게시판 기능이 없음
게시판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음

Ⅲ. 사용자 맞춤형 가상 코디 앱(‘옷고름’) 개

발

3-1 제안하는 가상 코디 앱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기존 코디 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

는 사용자 맞춤형 가상 코디 앱(‘옷고름’)의 시스템 설계에 대

해 설명한다. 제안하는 ‘옷고름’ 시스템의 목표는 모바일에서 

쇼핑을 할 때 옷을 좀 더 신중하게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옷고름’ 시스템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메인 

스플래쉬 화면 뒤에 로그인 화면이 첫 화면으로 나온다. 로그

인 화면에서는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페이스 북으로 로그인 

할 수도 있다. 로그인을 한 뒤 Home화면으로 넘어간다. 

Home에서는 모델에 옷 입혀보기, 코디한 모델을 관심에 저

장, 공유하기 등의 기능이 있다. Board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시판 기능이다. 

Heart에서는 자신의 코디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코디들 중 

마음에 드는 코디를 저장 할 수 있다. Closet에서는 자신이 

입혀보고 싶은 옷들을 사진첩에서 가져와 저장해 놓을 수 있

다. 그 외에 옷 삭제, 저장, 자르기 기능이 있다.  Setting에는 

자신의 키, 몸무게, 치수를 등록할 수 있는 내 정보 등록과 자

신의 전신사진 등록, 로그아웃 기능이 있다.

그림 6. 시스템 구성도

Fig. 6. Configuration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2)데이터베이스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게시판과 같이 

서버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위해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를 연결시켰다. 안드로이드와 데이터베이스는 직접적으로 연

동할 수 없기 때문에 웹서버를 거쳐 PHP를 이용하여 안드로

이드와 연동시켰다. 웹서버는 WampServer를 사용하였으

며, PhpMyAdmin을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SQLite를 연동하였다.

그림 7. 데이터베이스 ERD

Fig. 7. ERD of th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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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는 ‘옷고름’에서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를 보여주고 있다. 회

원가입을 한 사용자를 저장하는 users 테이블과 사용자의 정

보를 저장하는 userinfo 테이블, 게시판 글을 저장하는 

board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관리한다. userinfo 테이블에

서는 users 테이블의 기본키를 외래키이자 기본키(userid)

로 사용하고 있다. board 테이블은 users 테이블의 기본키

를 외래키로 사용하고, board_id를 기본키로 사용하고 있다.

3-2 ‘옷고름’ 개발 결과

본 장에서는 '옷고름'의 주요 기능인 모델 설정 기능, 얼굴

변경 기능, 옷장 기능, 옷 자르기/옷 입히기 기능, 게시판/관

심 기능, 회원가입/로그인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1) 모델 설정 기능 

'옷고름'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나이와 키, 몸무게를 입력

하면 그에 맞는 표준 치수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그림 8(a)). 산업자원부의 기술표

준원이 발표한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a) 신체치수 (b) 마른 모델

(c) 보통 모델 (d) 통통한 모델

그림 8. 모델 설정 화면

Fig. 8. Screen for setting a model

[10], 사용자가 입력한 키에 대한 표준 치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팔 길이 = 키 /3 

다리 길이 = 키 × 0 .4 6

허리둘레 = 키 /2 .7

자신의 치수를 알고 있을 경우엔 사용자가 직접 치수를 수정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 몸무게에 따라 사용자에

게 맞는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로 브로카 변법을 통하여 표준 체중을 

계산한다.

표준 체중 = (키 - 1 0 0 )× 0 .9

계산된 표준 체중과 사용자가 입력한 체중을 비교해서 ‘마름’, 

‘보통’, ‘통통’으로 분류된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한다(그

림 8). 표준체중에서 ±10%내의 범위가 보통체중의 허용범

위이기 때문에[11], 사용자가 입력한 체중이 ±10% 사이이

면 ‘보통’, 그 이하는 ‘마름’, 그 이상은 ‘통통’으로 기본 모델

을 설정한다. 

2) 얼굴 변경/전신사진 등록 가능

제안하는 코디앱 ‘옷고름’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본 모델

에서 자신의 얼굴사진으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그림 9). 전신사진의 얼굴을 누르면 대화상자가 나타난

다. 그 대화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며 사진첩에 접근하여 

자신의 얼굴 사진을 고를 수 있다. 얼굴을 바꿔서 옷을 입혀

봄으로써 자신의 얼굴색과 어울리는 옷을 더 잘 찾을 수 있다. 

 

그림 9. 얼굴 변경 화면

Fig. 9. Screen for changing a face

뿐만 아니라, 기본 모델을 대신해서 자신의 전신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자신의 전신사진에 직접 옷을 

입혀 볼 수 있도록 한다(그림 10). 전신사진변경 버튼을 누르

면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그 대화상자에서 카메라, 앨범 중 선

택할 수 있다.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등록하거나, 사진첩에 접

근해 원래 있던 사진들 중에 골라서 등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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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신사진 등록 화면

Fig. 10. Screen for registering a full-body photo

3) 옷장 기능 

옷장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입어보고 싶은 옷을 사진첩에 

저장해 놓으면, 사용자의 사진첩에 접근해서 입혀보고 싶은 

옷의 사진들을 가져올 수 있다(그림 11). 사용자가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첩에서 여러 장의 사진들을 가져올 수 있

으며, 가져온 사진들은 옷장에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준

다. 가져온 사진들 중 필요 없는 사진들은 삭제도 가능하다.

 

그림 11. 옷장 화면

Fig. 11. Screen for closet

4) 옷자르기/옷입히기 기능 

사용자가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옷 사진을 가져온 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자르는 기

능을 제공한다(그림12). 사용자가 그린대로 옷을 자를 수 있

다. 옷을 자를 때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게 그려야 한다. 자른 

옷은 상의 또는 하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슬라이드 바에 업로

드 된다. 그 슬라이드 바에서 옷을 선택하면 선택한 옷이 화

면에 나타나게 된다. 

선택된 옷은 크기 조절, 회전 등을 이용하여 모델에 맞출 

수 있다(그림 13). 모델의 크기와 포즈에 맞춰 옷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하여 코디할 수 있다. 또한 이때, 3.2.1에서 

그림 12. 옷자르기 화면

Fig. 12. Screen for cutting clothes

(a) 크기조절 (b) 회전

그림 13. 옷크기조절/회전 화면

Fig. 13. Screen for scaling and rotating

(a) 기본 모델 (b) 전신사진

그림 14. 옷입히기 화면

Fig. 14. Screen for fitting

소개한 ‘옷고름’의 기본 모델을 이용하거나(그림 14(a)), 

3.2.2에 소개한 자신의 전신사진을 이용하여 코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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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b)).

5) 게시판/공유 기능 

제안하는 코디앱은 옷을 모두 코디한 결과를 저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시킬 수 있다. 

우선, (그림 15)과 같이 게시판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피드백을 받고 싶은 코디를 게시판에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

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게시글을 등록했을 

시, 자신의 아이디와 글을 작성한 시간이 표시되며, 다른 사

용자들이 글을 보고 댓글을 달 수 있다(그림 15(b)). 게시판

에 글을 쓸 때는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진 첨부가 가능하며, 

댓글을 작성할 때도 역시 사진 첨부가 가능하다. 관심 메뉴에

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코디를 올려서 공유할 수 있으

며(그림 16), 마음에 드는 코디를 내 코디에 하트를 누르거나 

저장할 수도 있다.

(a) 게시판 글쓰기 (b) 게시판 댓글

그림 15. 게시판 글쓰기와 글목록 화면

Fig. 15. Screen of BBS and comments

 

그림 16. 코디공유 및 저장 화면

Fig. 16. Screen of sharing

6) 회원가입/로그인 기능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

원가입을 통해 아이디와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그 정보가 저장

된다(그림 17).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또

한, 페이스북과의 연동을 통하여 로그인을 할 수도 있다.

(a) 회원가입 (b) 로그인

그림 17.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화면

Fig. 17. Screen of signup and login

Ⅳ. 결론

표 2. 기존의 코디 앱과 ‘옷고름’의 기능 비교

Table. 2. Functional comparison of the proposed app 

and existing coordinator apps

앱이름

비교항목

심코디

[7]

옷입어보기

[8]

피츄인

[9]
옷고름

앱 아이콘

원하는 옷 X O O O

기본 모델 제공 O X O O

치수 저장 X X X O

모델 변경 X X O O

공유 O X O O

게시판 O X X O

가격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에서 옷을 살 때 좀 더 현명하게 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가상 코디 

앱인 ‘옷고름’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옷고름'의 주요기능으

로는 옷 등록, 옷 자르기, 옷 입혀보기, 사용자 치수 등록, 게

시판 기능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함으로써,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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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을 하는 사용자에게 옷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표 2>는 기존의 코

디 앱과 '옷고름'의 기능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옷고름'이 제공하는 옷 자르기 기능에

서 사용자가 더 쉽게 옷을 자를 수 있게 하거나 자동으로 옷

을 잘라주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옷 입히기 기능에서 모

델에 옷을 입혔을 때 더 모델과 옷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 

질 수 있도록 OpenCV의 합성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미러에 가상 코디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코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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