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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쇼핑몰 역시

모바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며 모바일 쇼핑 시장

의 경쟁을 더욱 더 가속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쇼핑시.

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 중

이라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그림 모바일 시장의 성장1. [1]

Fig 1. Mobile Marke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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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쇼핑몰 역시 모바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며 모바일 쇼핑 시장

의 경쟁을 더욱 더 가속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쇼핑시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 중이라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시장의 증가와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류에 관한 모바일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연구는 좀 더 세세한 고객 정보를 토대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며 부. ,

차적으로는 반품률을 낮춰 기업과 고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어 : 의류 모바일 쇼핑몰 코디 앱 스마트폰, , , ,

Abstract As the number of smart phone user is increasing, the on-line shopping malls are actively taking part

in mobile market, and accelerating the competition of mobile shopping market. This is a reflection of mobile

shopping market growing as huge market. This thesis deals with the growth of mobile market and mobile

shopping mall application regarding the clothings which occupy high ratio in mobile market. This study aims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based on more specific customer information, an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both company and customer by lowering the retur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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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바일 시장 분포도2.

Fig 2. Mobile Market Distribution

그림 에서와 같이 모바일 시장 중에서도 가장 많은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류이다 본문에서는 이러.

한 의류를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맞춤형 옷 추천을 통해 반품률을 낮춰 기업과,

고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연구 배경.Ⅱ

모바일 쇼핑몰에 대한 정보는 앱스토어에서 그림 3

과 같이 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대해 정보를 살펴본 결과 단순한 제품의 홍보의 제품 나

열로 구성된 화면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본 앱 시스템에.

서는 고객의 신체 사이즈 신발 키 상체사이즈 허리 사( , , ,

이즈 에 기반하여 제품을 추천해 주는 앱을 제작하고자)

한다 고객의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어 제품 추천. MySql

정보로 활용된다 그림 은 년 월 의 쇼. 3 2016 11 iTunes

핑몰앱이 판매되고 있는 현황이다[4][5].

그림 의 앱3. iTunes Shopping Mall

Fig 3. Shopping Mall Apps of iTunes

그림 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쇼핑몰 앱이4 2016

년 월 제공되고 있는 모습이다 빅사이즈의 옷의 종11 .

류와 일반인이 구매하는 의류의 앱들로 쇼핑몰의 의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추천코디 시스템에서는 고.

객이 신체사이즈에 따라 맞춤 사이즈의 옷을 제공하고

자 앱구동시 바로 추천 옷과 신발이 리스트로 제공되어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의류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쇼핑몰 앱4.

Fig 4. Shopping Mall Apps of Google Play Store

시스템 설계 및 구현.Ⅲ

쇼핑몰 추천코디 시스템은 그림 과 같이 성별에 따5

라 남자 여자의 메뉴로 나뉘며 회원 정보 테이블을 설,

계하며 필요에 따라 회원이 일부 자신의 정보를 수정이

가능하다 추천코디 정보는 상의 셔츠 하의 신발의 정. , , ,

보가 추천되어 화면에 제공된다.

쇼핑몰 추천코디 시스템 환경1)

쇼핑몰 추천코디 시스템의 환경은 표 과 같이1

으로 에서 개발되JDK1.8.0_101 Android Studio2.2.2

었으며 저장된 회원정보와 의류정보는 MySql5.6.28

에 저장되어 제공되었다S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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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코디 시스템 화면3)

그림 화면은 메인화면설계이고 로그인 화면에서 회6

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간다 회.

원가입 정보로는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키 상체 사이, , , ,

즈 허리 사이즈 발 사이즈를 입력받아 등록 버튼을 누, ,

르면 에 저장한다DB .

그림 로그인 회원가입6. ,

Fig 6. Login, Member Resistration

로그인 후 그림 과 같이 성별에 따라 남자 여자화, 7 ,

면으로 나뉘며 옷의 구성 또한 다르게 보여준다 남자.

화면에는 상의 셔츠 하의 신발 개인정보 수정 메뉴가, , , ,

있고 여자 화면에는 상의 원피스 치마 바지 신발 개, , , , , ,

인정보 수정메뉴가 있다 각 선택한 메뉴에 따라 해당.

자료가 출력된다.

그림 남자메뉴와 여자메뉴7.

Fig 7. Male Menu & Female Menu

개인정보 수정 화면의 경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고,

객의 신체가 크거나 작아질 경우를 대비해 키 상체 사,

이즈 허리 사이즈 발 사이즈를 수정하여 에 저장한, , DB

다 상단에 있는 상의 셔츠 하의 신발을 각각 클릭하면. , , ,

해당 의류에 대한 추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림,

과 같이 한꺼번에 추천된 정보를 볼 수 있다 추천된7 .

의류에 대한 정보는 서버에서 에MySql Select Query

의해 조회 되어지며 처리되는 동작은 그림 과 같다9 .

그림 어플리케이션 절차5.

Fig 5. Application Procedure

표 추천코디 시스템 환경1.

Table 1. Recommended Styling System Configuration

쇼핑몰 추천코디 데이터베이스2)

고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로는 회원의

아이디 패스워드 성별을 문자형으로 저장하며 키, , , ,

상체 사이즈 허리 사이즈 발 사이즈를 표 과 같이, , 2

정수형으로 저장한다.

표 회원가입 테이블2.

Table 2. Member Table

Field Type Length

ID char 20

PW char 20

Sex char 8

Height int 11

Body int 11

Waist int 11

Foot int 11

S/W Version

Android Studio 2.2.2

JDK 1.8.0_101

MySql 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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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데이터베이스 추가4)

그림 와 같이 회원가입시 테이블의 정보가9 Meber

서버에 추가되는 수행을 살펴보면 그림MySql Query 9

는 테이블만 존재하는 상태이다Member .

그림 테이블9. MySql Member

Fig 9. MySql Member Table

그림 테이블 레코드 추가10. Member

Fig 10. Member Table Record Insert

그림 은 테이블에10 MySql Server Member xlabel

회원이 추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를. Select Query

통해 살펴본 결과 레코드가 테이블에 추가 되Member

어있다 그림 의 화면은 여성회원의 회원가입 후 로. 11

그인성공시 추천되는 치마 메뉴를 클릭하였을때 추천코

디 화면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여성회원을 위한 치마 추천11.

Fig 11. Recommended Skirts for Women Members

위의 쇼핑몰 추천코디 시스템으로 원하는 의류정보를

로그인 후 손쉽게 신체에 맞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

결 론IV.

본 연구는 모바일 시장의 증가와 모바일 시장 중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류에 관한 모바일 쇼핑몰 어

플리케이션이다 앱에서는 네트워크 쇼핑의 특성 상 직.

접 입어 보지 못해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어시스트 한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반품률을 줄이며. ,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맞춤형 옷을 찾을 수 있도록 도

와준다 향후 개발이 가속화 되는 지금 미래에. VR, AR ,

는 이런 수치 데이터를 통해 가상현실에서 고른 옷을 입

어보거나 코디를 하는 등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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