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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가상 실 환경에서 사람이 직  옷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이를 하여 우리는 시스템을 이용한 카메라 촬 과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 그

리고 상처리에서 사람 얼굴 인지,  그에 한 내용을 기반으로 옷을 오버 이하는 기능을 구 하

다. 추가 기능으로는 사람 손동작 인지를 통한 커맨드 제어, 딥러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에 어

울1)리는 옷을 추천해주는 추천 서비스를 구 하 다.

1. 서론

   최근 인터넷  자상거래의 발 으로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화되었

다. 그러나 물건을 직  보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한 물건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직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수

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매장의 탈의실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 인다. 이에 쇼핑의 시간 , 옷을 갈아

입는 시간을 획기 으로 이기 해 매장에 가상 

피 기를 설치하여 옷을 직  입지 않고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 개발된 가상 피  

기의 경우, 의상 외양과 느낌, 질감을 사실 으로 표

하여 실제 본 상품과 온라인상의 이미지의 차이를 

빠르게 좁 지고 있으나 비용 측면에 있어 부담이 

크다. 한 매체의 기사에 의하면, 한 패션업체 계자

는 기술의 발 은 빠르지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커서 재 패션업계에서 상용화되기는 아직 쉽지 않

다고 한다. 온-오 라인에 용하여 패션업계의 비

용 부담을 이고 옷 추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재미와 구매결정력을 높이고 매장의 매출 

상승과 가상 피 기의 상용화를 이루기 해 다음과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의 SW 심 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

행되었음"(2016-0-00017)

같이 상 으로 렴한 라즈베리 이와 Opencv를 

이용한 이미지 로세싱으로 옷 이미지를 오버 이 

해서 가상 피 기를 제작했다. 

2. 시스템 로세스

로젝트의 체 인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Start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옷의 종류를 선

택하여 해당 옷을 고르기 한 List화면으로 이동하

거나 사용자에게 옷을 추천해주는 추천화면으로 이

동하게 된다. 각 화면에서 옷이 선택되면 사용자에

게 오버 이를 시켜주게 된다.

<그림 1> 기본 UI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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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상 기 실행 Flow

3. 기능별 알고리즘

3.1 손동작 인식

<그림 3> 픽셀 변경 확인

손동작 인식 기능은 제품 화면 체에서 쓰이는데, 

해당 방법은 이  임과의 비교를 통해서 했다. 

이  임을 어놓은 다음, 상이 갱신될 때마

다 임을 구성하는 픽셀들을 통한 임 비교를 

할 수 있다. 비교를 할 때는 색상으로 비교하게 되

는데, RGB 세가지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연산이 복

잡해지기 때문에, 임을 grayscale 처리를 통해 

연산을 3분의 1로 여 비교했다. 이때 비교하는 것

은 일일이 픽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diff함수를 

이용해서 한번에 해결했다. 그리고 grayscale 색상값

이 64이상 차이가 나게되면, counter값이 증가하게 

된다. counter값이 체 픽셀의 일정 수 이상을 차

지하게 되면, 해당하는 기능을 실행하게 된다.

3.2 애니메이션

<그림 4> 원근법 타원 설명

여러 옷을 보기 한 옷 이미지 애니메이션 기능을 

구 했다. 애니메이션 기능은 상이 이미지들의 연

속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옷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게 하기 해, 이미지마다 옷의 좌표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원근법에 맞게 옷의 크기를 바

꿔주기 해 옷의 크기를 이미지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바꿔주었다. 이 주기 으로 바 는 수치들을 

변수를 이용해 식에 넣어 이미지마다 옷의 이미지 

좌표와 크기를 규칙 으로 바꿔주게 되면, 옷이 이

동하면서 크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애니

메이션의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인데, 왼쪽

일 때와 오른쪽일 때의 좌표 변화와 크기의 식이 다

므로 왼쪽일 때는 AnimationLeftCall, 오른쪽일 때는 

AnimationRightCall 와 같이 두 함수로 구분했다. 

한, 화면에서 옷이 타원형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지 한 장, 한 장 분석을 해보면 이미

지가 직선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빠르게 진행하면 

부드러운 곡선처럼 이동한다.

3.3 오버 이

<그림 5> 오버 이 시

Opencv에서 제공하는 Cascade Classifier를 이용하

여 사람의 상체에 한 학습데이터가 장된 XML 

일을 읽어온다. Cascade Classifier를 통해 얻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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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x, y, w, h 좌표를 이용하여 ROI(Region 

Of Interest)를 지정해 다. 그리고 detect가 계속 

수행되면 상 다  검출로 인해 옷 이미지가 깜빡

거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해 이  

좌표와 재 좌표를 비교하여 차이가 작을 경우, 이

 임의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구 하 다. ROI

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이 에 받아온 좌표를 조정

하여 사용자의 몸에 맞게 이미지를 오버 이 시켜

다. 오버 이를 하기 , 옷의 이미지마다 처음 출력

되는 치가 다르므로 치와 사이즈를 조 해주었

고, 이후 이미지를 gray 처리 후,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원본 이미지와 옷의 이미지를 합쳐 오버

이 기능을 실행한다.

<그림 6> Inception v3 Step-Accuracy 그래  

3.4 추천 로세스

우리는 구 이 제공하는 Inception v3모델을 이용하

여 데이터 학습을 시켰다. 5가지의 색과 4가지 패턴

에 한 모델들의 이미지에서 얼굴을 추출하여 

grayscale변환 후, Denoising Autoencoder 기법을 

활용하기 해 기존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한 이미

지를 더해 학습시켜 이블과 그래 를 생성했다. 

생성된 색과 패턴에 한 학습모델을 Thread를 통

해 grayscale변환한 사용자의 얼굴과 비교하여 일치

도가 가장 높은 색과 패턴에 맞는 옷을 가져와 사용

자에게 오버 이 시킨다.

4.1 실행결과

Start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옷의 종류에 해당

하는 아이콘에 손을 가져다 면 그림 7의 옷 선택 

화면으로 이동한다. 흰색 화살표에 이용하면 옷 이

미지가 회 을 하면서 다른 옷을 확인 할  수 있다. 

오른쪽 화살표 에 있는 옷 아이콘에 손을 가져다 

면 그림 8 오버 이 화면으로 이동한다. 오버 이 

화면에선 옷의 랜드 사이즈 가격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왼쪽 화살표 아이콘을 이용해 사이즈를 조  

할 수 있다. 화면의 오른쪽 에 있는 손 아이콘을 

이용하면 그림 9의 추천 화면으로 이동한다. 시스템

이 추천 알고리즘을 마치면 그림11의 오버 이 화면

으로 이동하여 추천해  옷을 오버 이 한다.

<그림 7> 옷 선택화면

<그림 8> 추천 시스템 실행화면

<그림 9> 추천시스템에 의해 선택된 옷 오버 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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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론

이러한 방식으로 상 으로 렴한 가상 피 기를 

구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  가상 피 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보다 

훨씬 렴한 하드웨어를 용하므로 일반 패션업체

가 온-오 라인 모두 용할 수 있어 가상 피 기의 

화를 노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버 이 기능에 

의해 쇼핑객들이 빠른 착의를 통해서 더 많은 옷을 

입어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 진을 통한 매

출 상승을 기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고객이 직  

옷을 직  입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생을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더 많은 옷을 경험하

고 추천시스템을 통해 구매결정력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 상승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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