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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본 연구는 개인별로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 제공해

주고자 개발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옷

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

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

에 맞게 옷을 잘 입는 것도 자기관리이다 특별한 날

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여 중요한 날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동안 입어온 옷을 분석하여 필요

없는 옷을 새로 사지 않도록 하고 무슨 옷을 입을지

계획하여 옷을 고르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도

록 한다면 좀 더 세련되고 멋진 모습의 삶을 가꾸도

록 하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테스트 앱은

라고 명명하였고 사용자가 옷을 관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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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제공 연구

A Study on Providing Information on Customized Styling

Using an Androi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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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제공에 대한 개발로써 본인의 옷 코디에 도움

을 주고자 설계되었다 개인이 착용한 아이템에 대한 기록을 남겨 추천 코디 정보로 활용하고 나만의 옷 관리 데이터

를 조회하여 스타일링을 준비한다 쇼핑 중 촬영한 사진은 카메라로 찍거나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직접 가져오도록 하

였고 다음 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을 앱에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아이템사진과 착용했던 옷을 가지고 추천

된 스타일링을 제공 받는다

주요어 : 안드로이드 앱 스타일링 모바일 코디네이션, , ,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developing an Android application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customized styling

and the app was made to offer assistance in coordinating users' clothing. It keeps the record on clothing items

users wore and uses it as coordination information, and prepares styling by referring to user-specific clothing

management data. The photos can taken during shopping or can be taken from smart phone gallery, and the

images searched through Daum OpenAPI can be saves in the app. Using the saved photos of items and clothes

that were previously worn, the app provides styling recommendations.

Key Words : Android, APP, Styling, Mobile,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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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더 나은 패셔니스타로 거듭나도록 도와 주는 유

용한 도구로 볼 수 있다

관련동향.Ⅱ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에 대한 거래는 앱스토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와 구글플레이 스토

어에 대한 판매현황을 살펴 보았다 평점이 높은 스타일

링정보 제공앱을 살펴보면 의 경우 코디북과 남

자패션코디 등 대부분의 앱들이 티셔츠 바지등과 같은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리스트형태로 의류상품정보 쇼

핑몰연결 를 나열하는 상품구매앱의 경우가 대다수 였

다 날씨정보를 활용한 연동 코디앱의 경우

는 단순히 온도와 흐림 눈의 정보에 다른 아이콘을 보

여주는 수준으로 진정한 나의 옷장 데이터베이스가 연

동되지는 않았다 그림 은 년 월 의 스타일

앱의 현황이다

그림 의 스타일링 앱

그림 는 의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 보다 상

업 쇼핑몰의 제품앱을 대다수 스타일링이라는 카테고리

로 제공되어 순수한 본인의 옷장데이터베이스로 코디하

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그림 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타일링 앱이

년 월 판매되고 있는 현황이다 앱보다는 개인

의 옷장의 보유하고는 옷을 코디하는 형식의 앱이 절반

정도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날씨와 연동해서 본인

의 옷장의 의류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오작동이 나온

다는 의견 등 고급 맞춤형 정보에는 불만사항 댓글이 많

았다 따라서 본 앱은 본인이 보유하는 옷장에서 착용한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추천 의류를 제공하고 다음 웹사

이트 에서 검색한 신규의류정보를 앱에 저장

하여 수월하게 개인옷장 정보를 관리하는 앱을 구현하

였다

그림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스타일링

.Ⅲ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제공 구현

삶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무언가를 관리한다

는 것은 자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애플리

케이션을 만들고자 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아 버려야 할

옷이 있는데도 그대로 두어 옷장의 공간만 차지하게 두

는 경우가 있고 옷을 구매할 때 이미 비슷한 옷이 있는

데도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기가 어떤 옷을

입어 왔는지 기록한다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의 구조는 그림 과 같이 부분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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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작 화면이다 시작 화면

에서는 앱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통해 인

증을 하는 과정이다 인증을 통해 관리자가 사용자의 데

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시작

화면에는 인트로 화면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 회원가입

화면 로그인 화면이 있다 각각을 간략이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의 모듈

의

의 모듈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작 화면이다 시작 화면에서는 앱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통해 인증을 하는 과

정이다 인증을 통해 관리자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시작 화면에는 인

트로 화면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 회원가입 화면 로그

인 화면이 있다 각각을 간략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트로 앱을 실행시켰을 때 초기에 나오는 화면이

다 인트로 화면을 통해 어떤 앱인지 사용자가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로그인 회원가입 인트로 화면 후에 처음 나오는 화

면으로 사용자가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화면이다 사용자

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의 값을 받는다

로그인 사용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

고 그것이 회원가입한 정보와 동일한 경우 메인화면

으로 접속하도록 한다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로

그인 버튼을 터치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두 번째는 메인 화면이다 메인 화면은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 계획 검색 통계 탭이 그것이다

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은 각 화면간의 이동이 자유

롭다 메인 화면의 시작은 추천 탭이다 각각에 대한 설

명은 다음과 같다

추천 사용자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할 수 있게 추천

된 검색 결과를 그리드 뷰로 보여 준다

옷장 이 화면에서 모자 상의 하의 신발 가방 시

계 악세서리 기타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

자의 옷을 기록하는 곳이다

계획 날짜별로 옷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입었던 옷을 기록하거나 입을 예정인 옷을 원하

는 날짜에 기록할 수 있다

통계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통계를 보여주

는 화면이다

세 번째는 세부 화면이다 각각의 탭에서 한번 더 이

동하면 나오는 화면이다 모자 상의 하의 신발 가방

시계 악세서리는 옷장 탭에서 들어갈 수 있다 확대 화

면은 검색 탭에서 나온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화

면이다

모자 상의 하의 신발 가방 시계 악세서리

기타 이 가지의 화면이 제공하는 기능은 동일하다

사진을 찍는 방법 갤러리에서 가져오는 방법 검색한 이

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통해 가져온다

카메라 갤러리 검색 각각 카메라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화면 사용자의 갤러리를 통해 이미지를 가져

오는 화면 검색을 통해 이미지를 가져오는 화면이다

구현 및 결과.Ⅳ

시작화면

인트로 화면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

앱을 실행한 후 초 동안 이미지가 나온다 초 후

에는 자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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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 화면에서는 로근인 버튼과 회원

가입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첫화면과 로그인화면

회원가입 화면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터치

하면 회원가입 화면이 나온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

면 그 정보를 기억한채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으로

돌아온다

그림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로그

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로그인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의 첫 번째 탭인 옷장 화면이 나온다 로

그인을 하면 잠시 토스트 메시지가 나온다

그림 로그인 화면

메인화면 및 세부화면

메인화면은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탭

은 서로간의 이동이 자유롭다 단 로그인 후 화면은 항

상 추천 화면이 나오도록 설정했다

추천 화면 확장 화면

추천 화면은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를 그리드 뷰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화면을 확장 화면과 같이 크게 보여준다

그림 추천화면

옷장 화면 세부화면

옷장 화면은 개의 이미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

다 위 사진은 모자를 터치했을 때의 화면 결과이

다 개 버튼 모두 동일한 화면이다 여기서 옷을

종류별로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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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옷장화면

옷장 세부화면에서 설정 버튼을 터치하면 다이얼

로그 하나가 나타난다 이것은 이미지를 가져오는

기능을 한다 카메라로 가져오기 갤러리에 있는

것 가져오기 검색하기가 있다 각 화면은 그림 와

같다

그림 사진촬영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에서 카메라를 터치하고 사진 찍기를

터치하면 휴대폰의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찍은 사진을 저장하면 위 사진의 안드로이드 이미

지가 있는 곳에 찍은 사진이 등록된다

검색화면 확장화면

본 연구에서는 다음사이트의 이미지 검색

를 사용했다 검색화면에서는 위와 같이 검색한

이미지가 리스트 형식으로 나타난다 검색한 이미

지를 터치하면 확대화면에서 선택한 이미지가 확대

되어 나타난다

그림 를 이용한 의류검색 및 저장

일정관리 화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일정 추가 버튼이 나온다 일

정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날짜에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일정 추가 화면이 나온다 정보가 입력

된 날짜는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입력되지 않는 날

짜를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일정관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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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갤러리 기능 호출

그림

카메라 및 갤러리 기능 처리

그림 와 카메라 또는 갤러리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

서는 이미지를 저장할 객체로 을 선언한다 그리

고 저장한 이미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해상도 관리

객체가 필요하고 이미지의 가로크기와 세로 크기를 읽

어들여서 보기에 적당한 크기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를

도와주는 함수가 모여 있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만

들었다

결 론.Ⅴ

본 연구는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하며 테스트앱으로

을 제작하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옷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맞게 옷을 잘 입도록

하였다 특별한 날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여 중요한

날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동안 입어온 옷을

분석하여 필요 없는 옷을 새로 사지 않도록 하고 무슨

옷을 입을지 계획하여 옷을 고르는데 시간과 노력을 절

약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오픈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들은 본인 옷장의 정보 연동되기에는 오작동이 대다

수이고 쇼핑몰정보 추천이 대부분이다 향후 기상청

에 따라 내 옷장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

고 다양한 착용 정보에 대한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별점

으로 저장해 둔다면 상세한 추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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