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고객의 패션 선호도를 반영한 모바일 의류 추천 시스템 
 

박진탁*, 권류혁*, 임현재*, 이현화**, 문희강***, 김유성*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e-mail : yskim@inha.ac.kr 
 

A Mobile Fashion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Individual Fashion Preferences 

 

Jin-Tak Park*, Ryu-Hyeok Gwon*, Hyun-Jae Lim*, Hyun-Hwa Lee**,  
Heekang Moon***, and Yoo-Sung Kim* 

*Dep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Inha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여성들의 개별 패션 선호도로부터 패션 선호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
객에게 맞는 의류를 추천하는 모바일 의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패선 선호관련 설문조사로부터 
대응표본 T-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선호 특성과 의류와의 유효한 관계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호 
특성에 따른 의류 분류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 방법을 통해 선호 특성과 의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선호 특성에 따른 선호 의류 추천을 위한 규칙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규칙을 활
용하여 각 사용자의 구입의사 및 패선 선호 특성에 따른 의류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으

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 점 만점에 7.1 점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의류 추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선호 의류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제품의 정보 부족

으로 발생하였던 모바일 쇼핑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스마트 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

분야도 스마트 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으로 그 중심

이 옮겨지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들에게 모바일 쇼핑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며 무한한 수익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
바일 쇼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1]. 2012
년 1 월에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

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폰 이용자들이 다
운 받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 29.7%가 쇼핑과 관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1 

현재 모바일 쇼핑 시장은 그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

되고 있지만,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화면 크기 및 해
상도의 제약으로 인해 동시에 많은 상품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모바일 쇼핑의 경우에는 실제 상품 수령 시, 
고객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경
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의류 쇼핑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패션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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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의류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여 모바

일 쇼핑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패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330

명의 설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 통계적인 방
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Microsoft Excel 과 SAS 
Enterprise Guid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
정 방법과 카이제곱 검정 방법 등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4 개의 의류 분류 기준을 찾고,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의사 결정 트리를 만든 결과 총 24 개의 추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류 기준을 참고하는 4 개의 항
목에 대해 선호 스타일 조사를 하고 이로부터 24 개

의 패턴 중 사용자와 일치하는 패턴을 찾아 의류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절에서

는 패턴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3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의류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하

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4 절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천 의류 평가 및 패턴의 유의성을 검사하

고, 마지막으로 5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제
시한 후 향후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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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패턴 분석 

본 논문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330 명의 참가

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의류 이미지, 스타일 및 추
구 혜택과 관련된 총 16 개 영역 51 개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각각의 영역은 3-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모든 문항을 7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점수화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의류 업체에서 
제공하는 24 개의 의류에 대해 7 점 리커트 척도로 선
호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16 개 영역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와 함께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이 설문 조사에서의 의류 이미지, 스타일 및 추구 혜
택과 관련된 16 개 영역은 아래의 표 1 과 같다. 

 
<표 1> 의류 이미지, 스타일, 추구 혜택 관련 16 개 영역 

이미지 스타일 추구 혜택 

발랄한 

지적인 

순수한 

섹시한 

단정한 

클래식한 

트랜디한 

편안한 

개성적인 

럭셔리한 

스포티한 

로맨틱한 

경제성 

체형보완 

사회적 신분 

유행혁신 

 
본 논문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수치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패턴을 분석하였다. 첫째, 표 1
의 16 개 특성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선호하는 인원

이 24 개의 의류 중 어떠한 의류를 선택했는지를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특성과 의류 사이의 
상관 관계를 찾아서 의류 분류 기준을 생성하였다. 
둘째, 선호하는 특성과 의류 사이의 상관 관계 정도

를 파악하여 특정 특성을 선호하는 경우 어떠한 스타

일의 의류를 선호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선호하는 특성과 의류 사이의 상관 관계를 찾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

다. 대응표본 T-검정은 서로 대응되는 두 집단간의 차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24 개 의류 
각각에 대해서 전체 모집단과 특정 스타일 선호 집단

간의 선호도 분포 차이를 분석하여, 특정 스타일 선
호 집단만이 선호하는 의류들을 찾았다. 이 검정 방
법에서 Threshold 를 신뢰구간 95%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뢰구간 95%정도이면 생산 및 품질 관리

에서 쓰는 M±σ 값인 99.73%에 가까운 수준으로 어떤 
데이터가 그 이상의 값을 가질 때, 데이터 집단에서 
굉장히 예외적이고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림 1 은 위와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 얻은 16 개 
특성에 대한 패턴 분석 결과 중, ‘지적인’ 특성의 세부 
항목인 ‘지적인’ 변수와 ‘섹시한’ 특성의 세부 항목인 
‘볼륨감 있는’ 변수에 대한 패턴 분석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 ‘지적인’ 변수의 경우 24 개의 의류 중에서 
Formal 한 의류에 대해 모집단의 선호도보다 높은 선
호도를 보여주었고, ‘볼륨감 있는’ 변수의 경우 몸매가 
드러나는 Tight Fit 한 의류에 대해 모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16 개 특성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패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이
용하여 의류 분류 기준을 그림 2 와 같이 생성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특성과 의류 사이의 상관 관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방법을 사용하

였다. 카이제곱 검정은 관측된 데이터가 예측한 분포

를 따르는지를 검정(적합도 검정)하거나 두 변수 간의 
연관 관계를 따져 상호 독립인지를 검정(독립성 검정)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선
호하는 특성과 의류 사이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각의 선호 특성과 
의류 사이의 교차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1) 다양한 변수에 대한 패턴 분석 결과 

 

(그림 2) T-검정을 통한 의류 패턴 분석 결과 

아래의 표 2 는 이러한 교차표의 한 예인 의류 번
호 s2_6_8_20_4 와 ‘개성적인’의 교차표이다.  

 
<표 2> 의류 s2_6_8_20_4 와 ‘개성적인’의 교차표 

교차표 
독특한 스타일 추구 

총합 
0 1 

S2_6_8_20_4 
0 163 85 248 

1 38 44 82 

총합 빈도 201 12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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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를 살펴보면, 총 330 명의 설문 응답자에 대해

서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s2_6_8_20_4 의류를 
동시에 선호하는 인원은 총 44 명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두 변수 의류 s2_6_8_20_4 와 
선호 특성 ‘개성적인’ 사이의 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한 결과, 그 값이 0.0018 로 나
타났다. 귀무 가설을 ‘두 변수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설정할 때, 카이제곱 통계량 0.0018 은 유의수준 0.05
보다 작기 때문에 이러한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따
라서 의류 s2_6_8_20_4 와 선호 특성 ‘개성적인’은 상
호 연관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호 특성 
‘개성적인’과 연관성이 있는 의류들을 모은 결과 총 
18 개의 의류가 ‘개성적인’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11 개가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9 개의 의류가 상의 또는 하의에 무늬나 패턴이 들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개성적인’ 특성을 선호한다면 대체적으로 무늬나 패
턴이 들어가있는 의류를 선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나머지 특성에 대해서도 위의 ‘개성적인’ 특
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연관성이 있는 의류를 모으고, 
이들 중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의류들이 대체

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여 선호 특성

에 따라 구매자들이 어떤 스타일의 의류를 선호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3 절

에서는 구매자 패션 선호도에 따른 의류 추천 시스템

을 구성한다. 
 

3. 모바일 의류 추천 시스템 구성 

그림 3 은 모바일 의류 추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모바일 의류 추천 시스템은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이
용하여 실측 자료를 기반하여 분석한 구매 의류 패턴

과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 server, DB 
server 에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는 Web server, 사용자

가 DB server 로부터 전송 받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안
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모바일 의류 추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모든 상품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의
류만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매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의류 스타일에 대해 formal/informal 여부, tight/loose fit 
여부, 원피스/스커트/바지 여부, 무늬 여부와 같은 4

가지의 설문 항목을 통하여 사용자의 선호 스타일을 
조사한다. 구매예정인 상품이 없다면 구매 성향 조사

를 기초로 하여 모든 카테고리에 대하여 서버에 저장

되어 있는 구매 패턴에 따라 추천하고자 하는 의류리

스트를 전송 받아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게 된다. 
반면에 구매예정인 상품이 있다면 사용자가 구매하고

자 하는 카테고리에 대하여 구매 성향 조사를 기초로 
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구매 패턴에 따라 선택한 
카테고리에 대한 추천 의류리스트를 서버로부터 전송 
받아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게 된다. 전체적인 어
플리케이션에 대한 흐름도는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어플리케이션의 논리 흐름도 

그림 5 는 초기화면, 선택한 선호 스타일에 대한 결
과 화면, 의류 추천 화면, 추천 의류에 대한 상세 화
면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구매 성향 조사를 기초로 
하여 추천 의류리스트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고, 
그 의류리스트에서 상품을 선택하면 가격, 색상 종류, 
제품 설명, 현재 상품과 관련 있는 코디 상품을 볼 
수 있다.  

 

 
(그림 5) 의류 추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예 

4. 추천 의류 평가 및 패턴 유의성 검사 

앞의 3 절에서 소개한 모바일 의류 추천 시스템에

서는 4 개의 선호 스타일조사를 통해 미리 찾아낸 24
개의 패턴 중 하나를 사용자에게 추천해 준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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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이러한 추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
천 의류 평가를 실시하였다. 추천 의류 평가는 웹 페
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200 명의 20~30 대 여성

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추천 의류 평가는 3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추천 의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 개의 선
호 스타일 조사를 통하여 추천하는 의류를 보여주고 
이를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의 5
단계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두 번째, 패턴의 
유의성 조사에서는 만족도 조사에서 선호한다고 택한 
의류와 패턴 분석 결과 찾아낸 4 개의 이미지 분류 
기준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역시 패턴 
유의성 조사로, 이번에는 만족도 조사에서 선호한다

고 택한 의류와 패턴 분석 결과 찾아낸 4 개의 의류 
분류 기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4 개의 이미지 
분류 기준과 의류 분류 기준은 각각 표 3 과 같다. 

 
<표 3> 패턴 분석 결과에 따른 이미지 및 의류 분류 기준 

이미지 분류 기준 의류 분류 기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  

씩씩하고 스포티한 
Formal / Informal 

볼륨감 있는 / 착용감이 좋은 Tight / Loose 

여성스러운 / 로맨틱한 Bottom Style 

독특한 / 독특하지 않은 Pattern / No Pattern 

 
조사 결과, 만족도의 경우 10 점 만점에 7.1 점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기준의 의류와 선호 이미지는 최저 
약 61%에서 최고 약 71% 일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Cohen 의 Kappa 계수를 사
용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에서 평가자 별 평가문항

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7]. Cohen 의 Kappa
계수 값은 -1 과 1 사이에 존재하며 Koch 와 Landis 는 
Kappa 계수의 값에 따른 일치도를 표 4 와 같이 표현

하였다. 
 

<표 4> Kappa 계수 값에 따른 일치도 표현 
Kappa 계수 일치도 

     < 0.00 거의 일치하지 않음 

0.00 - 0.20 일치 정도가 매우 낮음 

0.21 –0.40 일치 정도가 낮음 

0.41 – 0.60 일치 정도가 보통임 

0.61 – 0.80 일치 정도가 높음 

0.81 – 1.00 거의 완전히 일치함 

 
이를 표 5 의 단계별 Kappa 값에 대입 해보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지 분류 기준과의 
일치성 조사에서 Kappa 값은 표 3 의 첫 번째 기준에

서 0.594, 두 번째 기준에서 0.726, 세 번째 기준에서 
0.768, 네 번째 기준에서 0.748 이 나왔다. 한편, 의류 
분류 기준과의 일치성 조사에서 Kappa 값은 마찬가지

로 표 3 의 첫 번째 기준에서 0.655, 두 번째 기준에

서 0.694, 세 번째 기준에서 0.752, 네 번째 기준에서 
0.691 이 나왔다. 따라서 Kappa 계수의 총 평균은 
0.703 이며 이는 표 4 에서 ‘일치 정도가 높음’에 해당

하므로 시스템에서 추천한 의류가 70% 이상 적절했

음을 알 수 있다. 
 

<표 5> 단계별 분류 기준에 따른 Kappa 값 
단계 이미지 분류 기준 의류 분류 기준 

첫 번째 기준 0.5939370 0.6551642 

두 번째 기준 0.7258255 0.6937074 

세 번째 기준 0.7680738 0.7523791 

네 번째 기준 0.7480738 0.6907379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설문을 통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패
션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패션 선호도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맞는 의류를 추천해 주는 모바일 
의류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에 의
한 의류 추천에 대한 만족도는 10 점 만점에 7.1 점으

로 조사되었으며, 이미지 분류 기준의 유의성 검사 
평가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패션 
스타일 선택에 대한 Kappa 계수는 0.703 로 나타나 높
은 일치율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을 통해 시스템의 
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의류를 추
천 받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기존 스마트 폰 화면 
크기 및 해상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였던 모바일 쇼
핑의 문제점인 구매자 불만족으로 인한 구매 의사 철
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설문 내용이 의류의 가격 
등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여타 요소들은 반영하지 않고 
추구 스타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류 
추천 시스템이 제공하는 결과가 실제 고객의 구매 의
사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설문 조사에서 의류 가격 등 사용자들의 구
매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용자들의 실질 
구매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류 추천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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