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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의상을 추천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의상구매가 온․오 라인 모두에서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데이터 

주의 기존 의상 추천 시스템을 스마트 홈 미러의 가상 착의시스템을 사용하여 온․오 라인 데이터를 

모두 반 한 추천시스템을 구 했다. 한 사용자에게 합한 추천시스템을 제공하기 해 지역별 인

구분포와 사용자 기본DB를 단계별로 그룹화 했다. 정확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단계별로 

가 치를 부여해 업 필터링과 날씨, 종류, 색상을 속성으로 한 내용기반 필터링을 결합하는 시스템

을 제시했다.

1. 서론

최근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서비스로 의상 사진에 

한 이미지 로세싱을 활용한 가상착의 시스템을 제

공하는 연구가 부상하고 있다[1]. 한 가상착의 시

스템이 부상함에 따라 의상 DB를 다양한 방면으로 

이용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에

서도 사용자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코디 추천을 통해 

손쉽게 의상에 근이 가능한 추천 시스템에 한 연

구 사례가 있다[2][3][4]. 

의상 추천 시스템에 한 연구는 주로 온라인 쇼핑

몰 고객을 상으로 행해져 왔다[5]. 오 라인에 비해 

온라인은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온

라인 구매 이력이나 클릭 정보 등과 같이 온라인 심

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하지만 의상의 경우에는 온․오

라인 구매가 모두 활발하여 온라인 데이터 기반의 

추천 방식은 정확성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6]. 

한편, 기존의 추천시스템의 추천 방식은 업 필터

링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기 에는 추천 정확

도가 낮은 문제 이 있다[2]. 내용기반 필터링은 내용

만 이용하여 추천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도 정

확도가 높지만, 비슷한 콘텐츠만 추천이 가능하여 추천 

범 가 제한되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문제 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추천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 데이터 주의 

기존 시스템을 온․오 라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기 

해 스마트 홈 미러의 가상 착의시스템을 사용했다. 

한 보다 사용자에게 합한 추천시스템을 제공하기 

해 지역별 인구분포와 사용자 기본DB를 단계별로 

그룹화 했다[7]. 단계별로 가 치를 부여해 업 필터

링과 날씨, 종류, 색상을 속성으로 한 내용기반 필터링

을 결합하여 정확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 시켰다

[6]. 

2. 본론

기존의 스마트 미러는 자사 매장에 존재하는 옷들

을 내 모습 에 입어 볼 수 있으며 정확도가 매우 높

다. 한 쇼핑몰의 추천 시스템은 자사 제품의 옷들만

을 코디해 다.

스마트 홈 미러는 기존 의류  스마트 미러와 쇼핑

몰의 추천 시스템을 결합한 업그 이드된 스마트 미러

다. 제휴 업체에서 물품 데이터를 받아와 기존 의류  

스마트 미러와 같은 효과를 보면서 사용자가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어서 장하여 사용자 개인의 옷들

의 데이터도 장이 가능하다. 한 다른 사용자들의 

코디도 받아올 수 있다. 추천 수가 가장 높은 사용자의 

코디를 받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트 드도 알 수 있

다.

온․오 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

은 보다 방 한 데이터가 모이고, 이는 곧 정확한 추천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론에선 체 인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가장 

요한 추천 시스템부분에 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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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체 시스템 구조

스마트 홈 미러의 체 인 설계는 스마트 미러가 

이미지의 입출력을 담당하고 서버에서 추천시스템이 

동작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스마트 미러를 이용해 촬

된 이미지는 처리단계를 거쳐, 의류 이미지만 태그를 

지정하여 DB에 장된다. 한 스마트 홈 미러와 제휴

를 맺은 업체가 있다면 제휴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

자 의류처럼 이미지 처리가 가능하다. 

사용자 의류와 제휴 제품은 옷장 탭을 통하여 언제

든지 입어 볼 수 있고, 코디 탭을 통하여 나만의 코디

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게 만들어진 코디는 스마트 

홈 미러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여  수 있

으며, 다른 사용자는 코디에 추천을  수 있다.

추천 탭을 르면 사용자 추천과 스마트 추천이 있

다. 사용자 추천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용자의 코

디가 베스트 코디로 선택되어지고, 스마트 추천은 단계

별 필터링과 의류 속성 값 가 치를 이용해 사용자에 

맞는 코디를 추천해 다.

Function Show Coordination

case  :

     ∈
case  :

     ∈  
      {  ∈     }
case  :

      ∈
       ∈
←

show   in 

if  :

     

     if :

            

(알고리즘 1) 코디네이션 기능함수

(알고리즘 1)은 코디 탭을 도식화한 것이다. 사용자

()탭 이면 코디DB()의 의류가 코디리스트()에 

장이 되고, 추천 탭이면 제휴DB()와 옷장DB

()의 의류()를 가져와서 추천시스템( )에 의해 

선택된 의류가 코디리스트에 장되며, 베스트 코디() 

탭이면 사용자DB( )에서 추천 수()가 가장 많은 

사용자가 베스트 사용자()가 되며, 베스트 사용자의 

코디를 코디리스트에 장된다.

이 게 장된 코디리스트는 미러에 출력되고, 사

용자 탭이 아니면 추천 버튼()이 생성되어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체 시스템 설계도  

2-2. 추천 시스템

(그림 2) 추천시스템 설계도 

스마트 홈 미러의 추천시스템은 (그림 2)로 설계되

었다. 추천 시스템의 핵심은 단계별 필터와 인구분포도

를 이용한 사용자 그룹화를 이용하여 온, 오 라인에서 

모인 방 한 의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추천을 하는데 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 지역의 인구분포도<표 1>과 

비교단계별 필터를 비교하여 사용자가 분포도 보다 높

으면 다음 단계 필터로 넘어간다. 한 가 치를 부여

하여 필터 간에도 요도를 비교하며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필터를 많이 거치면서 사용자와 유사한 그룹

의 정확도를 높인다.

날씨<표 2>에 옷장DB와 제휴DB에 있는 의류의 

속성 값<표 3>들을 비교한 값을 더한다. 그 값이 그룹

의 평균 코디 속성 값과 유사한 옷들을 추천 의류 리

스트에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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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 of Population Matrix man(명/㎢)

Region

Seoul 16200

Busan 4400

Gyeonggi-do 1200

Chung-Nam 200

Kang-Won 100

Function Recommendation System       

(    ,   )

 

 

for all  ∈   do
   for all  ∈   do
      if  ≡   then

            
      end if

   end for

   if  count( ) <   then

       

      break

   end if

    

end for

for all  ∈   do
    ＋
end for

 int(  count( ))

for all  ∈   do
   if  ≡   then

        

   else if  ≡   then

        

   end if

end for

for all  ∈   do
   for all  ∈   do
      if  abs(   )   ≡   do

           ( )

      end if

   end for

end for

return 

(알고리즘 2) 추천 시스템 

<표 1> 지역별 인구 집도

Weather Matrix
Temperature(℃)

∼0 0∼5 6∼10 10∼

Coordination

Top5 2 3 4 1

Top4 1 2 2 1

Top3 4 5 5 2

Top2 4 3 2 1

Top1 5 5 4 1

<표 2> 날씨별 의상 선호도 매트릭스 시      

Type Matrix

Top

Shirt T-Shirt
Sweat 

Shirt
Sweater

Bottom

Jean 4 3 5 4

Chino 1 2 2 2

Corduroy 2 2 1 3

Slacks 5 3 4 4

Cargo 2 3 3 3

<표 3> 종류별 매칭 선호도 매트릭스 시

(알고리즘 2)는 추천 시스템을 도식화한 것이다. 다

른 사용자()들을 단계별 필터( ) 조건에 맞는 사

람들을 사용자 그룹( )으로 설정한다. 그룹이 인구분

포도() 보다 크면 사용자 그룹을 이용하여 다음 필터

로 분류되고, 다면 필터 반복문을 빠져나온다. 필터

로 분류된 그룹의 코디 속성 값()들의 평균( )

을 구한다.

옷장DB()와 제휴DB()의 의류()를 가져온 

후 상의()와 하의()로 분류 한다. 상의와 하의 속성 

값의 거리에 날씨()를 더한 값이 그룹 속성 값의 평

균과 같다면 상의와 하의를 추천리스트()에 추가한

다. 최종 으로 나온 추천리스트를 스마트 미러로 보내

서 이미지를 보여 다.

3. 구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천 시스템은 Python 2.7과 

OpenCV로 구 되었으며, Raspherry Pi3와 Intel 

i5-4670 16GB RAM 환경의 서버에서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인구분포도의 경우 통계

청 인구 동향과 에서 작성한 2016.12 버 의 지역별 인

구  인구 도 통계표를 업 필터링의 사용조건으로 

사용했다.

본 실험에는 미러를 디스 이로 체하여 UI를 

구  하 고 실제 환경에서는 배경 부분이 미러로 비

춰진다. 옷의 이미지는 제휴 제품으로 구 하 다.

(그림 3)은 옷장 버튼을 을 때 화면으로써 사용

자가 장했던 옷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옷을 드래그

하여 내 몸에 끌어오면 옷이 내 얼굴을 기 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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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입 지게 된다.

(그림 3) 옷장 UI 

(그림 4)는 코디 추천을 받는 모습으로써 추천 알고리

즘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최 의 코디를 해주며 그 이

미지를 출력해 다. 확인 버튼을 르면 코디된 이미지

가 내 코디에 장되어서 에 입었던 옷들을 다시 볼 

수 있다.

(그림 4) 코디 UI 

옷장UI 구 은 의류 이미지의 정확도를 으로 실

험하 고, 코디UI는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택된 의

류 매칭 화면을 으로 실험하 다. 한 추천 시스

템을 이용하여 나온 코디가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게 매

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온․오 라인 데이터를 모두 반 하

여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스마트 홈 미러를 이

용한 추천시스템을 제안하 다. 온․오 라인에서 모인 

방 한 의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별 필터와 인구분

포도를 이용한 사용자 그룹화를 이용하여 유사도가 높

은 그룹을 사용자에게 추천함으로써 체 으로 정확

도를 높일 수 있었다. 

향후 스마트 홈 미러의 지속 인 시뮬 이션을 통

해 기존 연구와 정확성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한 사용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 선호도를 고려한 가

치를 부여 할 정이다. 

더 나아가, 스마트 미러에 국한되지 않고, 추천시스

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엔터테이먼트 분야와 지역 

산업에 있어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측한다. 

이 발표논문은 2017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

재단의 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한국연구재단-2017년-201700888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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