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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alization of Ubiquitous is achieved by magic mirror and it is required more concrete study to realize 
it's functionality. Especially its function of professional fashion co-ordinator for managing the appearance could be 
of further u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RFID chip data base to put into a computer for making 
use of the functionality of the magic mirror aiming at suggesting the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total fashion 
co-ordination. I sought firstly the code with binary system determining the criteria of accessories to be input in 
a RFID chip. Secondly, as the image with cloth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total fashion co-ordination, desired 
co-ordination among the emphasis, harmony, character, season and accent can be made selectable classifying into 
a limit element and a common element to extract the codes. Thirdly, necessary conditions were given to  the generated 
codes using Visual C++ program of Microsoft and the extracted codes as per groups were compar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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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IT 산업은 융합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러한 흐름은 패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히 패션산업의 글로벌화는 보다 쉽고 편리한 실시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곧 유
비쿼터스의 실현이다. 다양한 정보가 저장된 마이
크로 칩이 생활공간에 내장되어 공존하는 물리공
간의 변혁을 의미하는 유비쿼터스는 기존의 바코
드 기술에서 진화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
fication) 칩으로 인해 구체화, 다양화 될 수 있다.

RFID는 무선인식기술로 IT 분야는 물론 의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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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전, 정보통신부)에서는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을 전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유비파크에 전시되어
있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매직미러는 차세대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복식에 내장된 RFID 칩의 정보를 
읽는 거울은 각각의 복식에 어울리는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RFID의 활용은 잠시 
주춤하였으나, 설치비용의 하락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다시 그 유용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과 유통, 매장 관리뿐 아니라 개인의 의생활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제안했던 유비
쿼터스 드림관의 매직미러1)(magic mirror, 혹은 스
마트 미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직미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능 수행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즉, 의류 제품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를 T.P.O.(Time, 
Place, Occasion)에 적합한 최선의 이미지로 자동 연
출시키는 것으로, 컴퓨터와 패션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매직미러 작동만으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이 실현되는 가능 제시를 위한 것이다. 

최근 의류학 동향에서 의복구성 분야는 치수 표
준화 자료를 IT와 융합시킨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
게 이루어짐에 비하여, 디자인 분야는 다소 미미한 
실정이다. 

미래의 의류는 이미지, 패브릭, 컬러, 취급 방법, 
상품 이력 등의 정보가 RFID 칩에 입력된 유비쿼터
스 의류가 될 것이므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표
준화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직미러
의 현실화를 위하여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선행되
어야 할 연구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구축’과 매직
미러를 통해 개개인이 쉽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
이스의 제안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연구의 구
체적 목적 또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류 및 액세서리의 특성을 토털 패션 코
디네이션에 필요한 정보로 분류한다. 둘째,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코드를 생성시키고 RFID 칩에 입력
시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시킨다. 셋째, 설정된 자
료를 기초로 코디네이션 방법에 따라 토털 패션 코
디네이션이 가능함을 입증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적 표준화에 기여하고, 의생
활의 유비쿼터스화를 현실화시키며, 나아가 학계와 
기업, 국내외 패션 산업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2. 연구 방법

현재 각 나라별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는 ‘섬유 
제품 취급 표시 방법’과 같이 국제표준기준에 의한 
일관성과 객관성을 지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정보의 코드화 방법은 이미지, 패브릭, 컬
러, 시즌, 아이템을 기초로 대분류로 하고, T.P.O에 
따른 항목을 중분류로 한다. 

둘째, 이미지 분류는 선행 논문 및 연구보고서, 
단행본, 의류 브랜드 런칭시 제시되는 이미지 분류
를 근거로 하였다. 패브릭의 분류는 미연방통상위
원회에서 정하는 라벨링 액트(labeling act)와 패브
릭 특성에 따른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아이템 분류
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류하고 있는 카타
고리 항목을 분석하여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시즌은 국내외 전문 패션정보 사이트(samsungdesign. 
net/ifp.co.kr/firstview.com/nellyrodi.com)에서 분류하
고 있는 시즌 분류를 참고로 하였다. 컬러 분류는 
컬러 이미지를 근거로 분류하였다.

셋째,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타당성 실험을 위
한 의류 및 액세서리의 디자인은 2010년 S/S, F/W 
여성복 트렌드 테마에 기초하여 디자인하였다. 토
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액세서리의 품목에
서 쥬얼리 부분은 그 영역이 너무 방대하므로 제외
하고 구두, 가방, 벨트, 스카프 영역으로 제한하였
다. 아이템은 의류 250 디자인, 구두 100 디자인, 가
방 50 디자인, 벨트 20 디자인, 스카프 50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디자인별로 코드화하고 일차적으로 의
류를 일치 항목에 따라 코디네이션시킨 후, 기준으
로 정한 이미지별로 추출하여 그에 적합한 토털 패
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이운영, 2006)에서 진
일보하여 코드 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코드
의 추출은 엑셀 프로그램(Excel program)의 코드 생
성기를 사용하고, 컬러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컬러
의 분류는 컬러 코디네이션 프로그램인 컬러 임팩
트(Color Impact)를 사용하였다. 이진법으로 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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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ks Weiser, “Computer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cientific American Vol. 265 No. 3 (September 1991). 
pp. 94-110.

3) Jerry Banks, David Hanny, Manuel A. Pachano and Les G. Thopmson, RFID Appli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7), p. 3.

4) 한인탁, 박준석, 문경덕, 배창석, 훤히 보이는 디지털 홈과 U라이프, (서울: 전자신문사, 2008), pp. 33-34.
5) Daniel M. Dobkin, The RF in RFID-Passive UHF RFID in Practice, (Burlington: Newnes, 2007), pp. 2-3.
6)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A/02/StdOutline_Intro.asp?OlapCode=STAU010201 retired 2008. 12. 12.
7) 국제 표준 담당 기구로 EPC Global과 AIM(Association Automatic Identification) Global이 있다. 

코드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인 Microsoft사의 Visual 
C++로 처리하여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그룹을 추출하였다.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이용, 도식화로 제시하고, 코
드의 일치빈도를 기준으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일치된 아이템은 코드로 제시하고, 최종의 토털 패
션 코디네이션 착장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 및 인식에 
관한 항목과 코드 추출기에 의한 토털 패션 코디네
이션의 타당성은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 입증하였
다. 

Ⅱ.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섬유․패션 분야에서의 유비쿼터스 

실현이 매직미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기능으
로 구체화된다고 전제한다. 

매직미러는 RFID 칩의 리더(reader, 읽기) 기능
으로 옷장에 비치된 의복들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
션을 제시하는 미래의 거울이다. 미래의 옷장에는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정보가 입력된 칩의 의복이 
걸려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비쿼터
스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RFID 칩을 중심으로 
섬유․패션 분야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비쿼터스 시대의 RFID

1) RFID의 개념
마크 와이저(Mark Weiser)는 1991년 미국의 대

표적 저널 중 하나인 “Scientific America: 9월호”에
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을 통
해 주변의 모든 물건에 컴퓨터 장치가 들어가게 된
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을 주장했다2). 유비쿼
터스의 특징은 정보화 영역에서 확대되어 생활공

간 속의 사물들까지 지능화하여 무의식적으로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이동형 정보 장
치를 매개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 받게 된다
는 것이다. RFID는 각 주파수 대역별 전파신호를 
사용하여 객체들을 식별하는 비접촉 인식기술 중 
하나로 인간의 작동 없이 빠르고 신뢰성 있게 기계 
판독이 가능하다3). RFID는 피부 이식도 가능하고 
전자잉크로 프린트할 수 있다. 향후에는 자가 수요
용 RFID가 생산되어 가정용 RFID 제조기가 개발
될 것으로 전망한다4). 

RFID에서 RF의 목적은 UHF(Ultra-High Frequen-
cy: 극초단파) RFID 사용자들에게 식별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다. 바코드를 RFID 태그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새로운 지
식을 유용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와의 통
합 연구가 필요하다5). 

RFID의 원천 기술은 IT 산업이나, 그 활용을 위
해서 타 산업 분야의 목적에 따른 세분화된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SK 텔레콤의 스마트 프로
젝트의 성공으로 모바일 RFID 활성화가 기대되므
로 모바일을 통한 개인 사용자의 확산이 기대된다.

2) RFID의 표준화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반적으로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Standard)
을 설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그 기준
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의 목적은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의 능률 증진과 경제성 향
상을 통해 제품의 품질 개선, 상거래의 단순화 및 
공정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대량 생산과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의 표준화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6).

EPC(Electronic Product Code) 코드는 EPC global 
Inc.7)의 보편적 대상 식별을 위해 설계된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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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eter H. Cole and Damith C. Ranasinghe, Networked RFID Systems and Lightweight Cryptography, (London: 
Springer, 2007), pp. 51-53.

9) Chetna A. Patel, Chan and Patrick Hui, “RFID in Apparel Supply,” Textile Asia Vol. 37 No. 1 (2006), pp. 
45-46.  

코드이다8). 출시되는 모든 상품은 각각 독특하게 
형성된 라벨의 번호를 통해 상품 특성 식별이 가능
하고, 저장되어 있는 필요 정보는 상품 네트워크를 
통해 작용한다. 

표준화 작업은 RFID가 각종 상품, 동식물, 사물
을 국제적으로 호환성 있게 인식하기 위한 기반 기
술, 데이터, 적합성, 응용에 관한 국제 표준화를 의
미한다. 

RFID의 국제 표준화는 IT 산업의 일부 품목에서 
국제 표준이 제정되고 있다(그림 1).

전자제품 코드(EPC)와 결합된 RFID 지원으로 기
존에 불가능했던 데이터 상품(data products) 제공, 
가격, 상품의 위치, 생산 및 유통 정보 등을 알 수 
있다9)(그림 2).

국내의 경우 기술 표준원, 표준협회를 중심으로 
용어, 서비스, 응용, 기반, 데이터, 시험 등 세분화
하여 정립하고 있다. 

RFID 솔루션만을 고집하던 EPC 글로벌 네트워
크는 바코드, 2차원 바코드, 모바일 솔루션 등을 융
합시킨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므로 표준화된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1> IT 산업 RFID 칩의 표준화.

<그림 2> EPC code(www.barcodemart.com).

상품 코드의 세분화 작업은 산업 전반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패션산업 중 디자인 분야의 연구
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국내 외 모든 상품의 토털 패션 코
디네이션이 가능한 국제적 차원의 표준화된 정보
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품 간의 정보 공유
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는 필수 요건이다.  

3) 패션산업에서의 RFID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ABI리서치 보고에 의하
면 2014년이면 의류 업체의 아이템 레벨의 RFID 
시장 규모가 급격한 성장을 해 1억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모바일 RFID가 세계시장으
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모
바일 시장의 확대로 의류 분야에서의 RFID 활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섬유․패션산업은 업종 간 상호연관성이 있는 
스트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에서 기획,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나 업체 
간 정보 교류가 미흡하다. 또한, 의류 제품의 계절
별, 성별, 연령별, 색상별, 용도별, 소재별 등으로 
세분화되는 특성에 따라 물품 취급 용도도 달라지
므로 RFID를 이용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의 
분류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패션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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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elso Roberto Perez, “A Proposal of Communication Protocols in Ubiquitous Computation Environment in the 
Residential Automation,”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Technology Vol. 8 No. 1 (2008), p. 7.

11) David Savastano, “The RFID Report: The RFID Market Continues to Enjoy Excellent Growth as Adaptation 
of the Technology Expands Rapidly, and Some Major Ink Manufacturers are Well-positioned to Grow Within 
the Conductive Ink Marketplace,” Ink World Vol. 14 No. 5 (2008), p. 3.

12) Ohandapani Saravan, “RFID for Textiles and Clothing,” Melliand International Vol. 12 No. 3 (2006), Bannari 
Amman Institute of Technology, Sathyamangalam, p. 248.

13) Leah Genuario, “Smart Labels: Today's Smart Labels Come in Many Forms and Functions, Not Just RFID,” 
Label & Narrow Web Vol. 13 Issue 2 (2008), p. 52. 

사용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하는 환경을 스마트 환경이라
고 한다. 디지털 기기의 물리적 이동성, 스마트 환
경, 인간이 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상
호작용하여 유비쿼터스가 실현 된다10).

RFID의 주요 대상은 단품 단위 태깅(Tagging)의 
개념으로 칩은 바코드를 대신한다. 패션산업에서 
일반적인 활용은 ‘스마트 선반(smart shelves)’으로, 
이에 활용될 정보는 폰(phone) 또는 기타 판독장치
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 된다11)(그림 3). 스마
트 선반은 제품의 잔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
동 오더 되며 도난 방지 기능도 있다.

섬유․패션 분야에서는 직물의 직조 과정에 필
요한 실의 양, 정경기, 편물기 등의 위치 파악이나 
공급에 RFID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의류에 RFID를 사용함으로써 생산 과정, 
라벨 번호, 생산자, 브랜드의 세부 사항이 쉽게 파
악 된다12)(그림 4). 제품 제작에서 유통시키는 단계
까지의 이력을 입력하여 생산, 유통을 편리하게 해
준다. 코드가 부착된 의복은 모니터를 통해 코드에 
입력된 다양한 정보가 읽혀진다(그림 5).

패션산업에서 스마트 환경의 활용은 제품 판매, 
재고 관리, 상품 특성 파악뿐만 아니라 제품 간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기능 수행으로 실현될 것이
다. 따라서 RFID 칩의 정보는 세분화, 다양화되어
야 하며, 업체 간의 업무에 편리하도록 표준화되어
야 한다. RFID는 스마트 라벨 기술이라고도 하며, 
많은 기술적 발전이 예견되고 있다13). 

국내 업체에서 개발된 의류 관련 RFID 응용 프
로그램은〈표 1〉과 같다.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으나 섬유․패션
에서의 활용은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칩에 입력될 정보의 기준을 만들

<그림 3> 스마트선반(www.youtube.com).

<그림 4> 칩의 정보(www.future-store.org).

<그림 5> 정보 확인(geoffnorthco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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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업체에서 개발된 의류 관련 RFID 응용 프로그램
회사 프로그램 목적 내용 비고

이비즈웨이
BiZ-Fashion

의류 전문 웹 
ERP ASP

다양화 자동화 모듈 제공 사진 이용 코디 맵 기능

Biz-Promotion 업무 지원 원가관리, 공정관리, 
출고관리

씨엔알정보통신 AnyWhere 패션유통 업무 영업, 물류, 구매, 생산, 
ERP

고객 CRM

엑스엠디 eMD 의류 전문 ERP
생산, 원부자재, 상품판매, 
고객관리

인터넷상 처리 ASP
(소프트웨어 온라인 임대)

세원이디에스 Ubi ERP
패션 ERP
(전사적 자원관리)

브랜드, 년도, 계절, 복종 등
기초 세팅

CJ GLS
Multi Purpose
System

입출고․

재고조사 상품과 수량 자동 전달 3D Visibility 시스템

NXP UCODE. G2XM 도난 방지 태그 손상, 변경 실시간 
감지 스마트 라벨

<표 2> 국외 의류 업체의 RFD 활용
회사 프로그램 목적 내용 비고

베네통
(이탈리아, 2003)
- Sisley

I-Code 칩 주문관리, 공급사슬 투명성, 
재고 관리-제품 추적

스타일, 사이즈. 색상, 
이동경로 기록 무선 Lan 추적

프라다
(미국 매장, 2004)
- Prada

E-Retailing
(LBi)

고객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VIP 고객 방문 증가

스케치, 비디오, 색상, 샘플 
등 해당 제품 정보, smart 
card-고객정보(CRM 접근)

Dressing room
-자동판독

Wal-mart
(미국, 2003∼2010)

Electric
Product
Code

유통, 물류관리, 물류 시스템 
적용 Smart-shelves system

Gap(미국, 2001)
- Gap

TIRIS
System

제품별 추적, 공급사슬 효율, 
재고 부족 방지

RF를 이용한 자동발주 
시스템- 결품 16% 감소

Fast Lane
(미국, 2007)

AUTO ID
System

납품 업체와 물류 업체 간 
자료 공유 자산 추적 스포츠 의류

로렌 스콧 오브
캘리포니아社

(미국, 2007)
30피트 반경 내 태그 추적 잠옷-미아방지

물품유통 및 재고 관리

American Apparel
(미국, 2007)

Avery
Dennison
AD-222 
RFID인레이  

재고 관리 시스템
빠른 진열대 보충, 판매 관련 
유용성 용이, 고객 서비스 
향상

압력감지 라벨, 
그래픽 이미징 
매체

Peltz Shoes
(미국, 2010) EPC Gen 재고 관리 상품가격, 상품설명, 

고유 ID 바코드 프린트



160 매직미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을 위한 RFID 칩의 데이터베이스 제안 복식문화연구

－ 948 －

<표 2> 계속
회사 프로그램 목적 내용 비고

Metro 
group
(독일,
2004∼
2007)

Future 
Store

EPCIS
Interface

공급, 지문인식시스템, 고객 
편의, 멀티매장, 안내로봇, 
재고 관리-무인쇼핑,

가격, 제품 정보-원산지. 
유통경로, 사용상 주의점,
조리법, 영양상태, 

모바일도우미
쿠폰 
정보터미날
고객서비스 툴

Innovation
Center ESL Order Picking Device, 360도 

디스플레이
스마트 선반, 멀티스크린,
Smart Catwalk, 무반사 
테스트, 모바일 데이터캡쳐

Furure Store
적용기술

Galeria 
Kaufhof
(2007)

Cross
-Selling
Information

RFID Potal-입출고, 
의류포장, 이동현황관리

Smart mirror, 
smart shelf & PDA,
smart dressing room

터치스크린
추가정보제공

Marks & Spencer
(영국, 2002)

재고 및 물류관리, 위조품 
판별, 재고 추적 Labelling Cost Smart Shelf

도입
Woolworths
(영국, 1999)

GPS
System 제품 추적 시스템 Item-tote-dolly-container-

route-store

Figleaves(영국)
-Figleaves

TIRIS
System 제품의 선별, 선적 합리화 속옷, radio terminal

-물품 선별작업 Web site

TESCO(영국) Secure
Supply C. 전자제품 물품코드 Smart-shelves technology

LITI(일본) LITIBoxer
Light 의류 배송 정확한 이동 정보,

실시간 상품 정보 파악
DCC(일본어패럴
협회, 2004)

Distribution 
Code 

RFID와 영업정보 시스템 
통합 의류 분야 RFID 시범사업 아이템 레벨

단계 오류 방지

고, 이를 응용할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 의류 업체에서 RFID가 활용된 예는〈표 2〉와  
같다.

국내의 경우, 2005년 제일모직이 ‘삼성, Verisign’
과 함께 국내 최초로 재고 관리를 위한 RFID 시스
템을 도입하여 의류 사업 공급체인 효율화를 추진
했다. 의류 업체 ‘더 베이직 하우스’는 2010년 2월부
터 RFID를 물류 시스템에 도입하여 혁신을 일으켰
다. 교복업체인 ‘스쿨룩스’는 2009년 후반기부터 모
든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의류의 진품 판
별 및 사이즈, 재고 관리를 위해 RFID를 도입하였
다. 국외의 경우, 프랑스의 의류 제조 업체 ‘Serge 
Blanco’는 2009년 후반기부터 ‘Hang Tag’에 RFID 
시스템을 도입했다(그림 6). 독일의 여성 의류 제조 
업체 ‘게리웨버(Gerry Weber International)’사는 
2009년 말 독일 최초로 의류의 취급주의 라벨에 
RFID를 부착하였다(그림 7). 

두 업체의 기술은 태그에 RFID 칩을 삽입했다는 

<그림 6> FRID tag, Serge 
Blanco, 2010(www.rfid 
journal.com).

 
<그림 7> FRID tag, Gerry 

Weber, 2010(www.gerry
weber.de).

점에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현재 
의류 분야에서의 RFID 기술 활용은 유통 관리 분
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2. 매직미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1)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프로그램
프라다(PRADA)는 2004년 미국, 뉴욕 매장에 자

사 제품 간의 코디네이션을 제시하였다. 드레싱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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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oving Forward with Item-Level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n Apparel/ Footwear Background. In spring 
2005 the Voluntary Inter-Industry Standards Committee (VICS)/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15) 2.9D 컨버트 엔진(2.9D Convert Engine)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다 사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2D이미지를 
2.9D이미지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FCoDI는 가상 코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상 디
자인, 코디네이션, 디스플레이, 쇼핑몰의 상품검색, 가상 인테리어 등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16)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획득한 인체의 3차원 데이터로부터 3차원 직접 패턴 제작, 의복 드레이프 시뮬레이
션, 인체 계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Parametric Body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17) 패션의류도 컴퓨터상(Avatar-가상공간 속의 나) 가상현실 속에서 착용해 보고 컬러와 디자인을 선택하여 주
문하면, 며칠 후 집에서 마음에 맞는 제품을 배달받게 되는 i-Fashion 사업이다. 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새로
운 유비쿼터스 시대의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근처에 장착된 RFID 리더기는 시착 해 보는 의류
와 함께 착장 가능한 다른 상품의 정보나 액세서리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14). 

지앤지 커머스(G&G Commerce) 부설 G&G IT 
기술개발연구소가 개발한 FCoDI15), 3차원 스캐너
를 이용한 NARCIS-PB16), i-Fashion 연구소의 I- 
Fashion17) 쇼핑은 미래의 본인이 직접 착장하지 않
아도 매체를 통해 착장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의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8〉은 2007년 개발된 인터랙티브 RFID 디

스플레이로 소비자와 유통 업체에게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이 디스플레이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상품을 판독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나 
프로모션 비디오를 보여준다. 제품의 원산지와 성
분 표시,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에 관한 정보,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액세서리 정보를 제공, 
온 라인 상의 가상 착용 등으로 매장과 전자 상거
래 프로세스가 결합된 완벽한 온라인 쇼핑이 가능
하다(그림 8).
〈그림 9〉는 RFID 업체 ‘Paxer’와 머천다이징 솔

루션 업체 ‘Thebigspace’가 2008년에 호주에서 개
발한 EPC 매직미러이다. GS1 EPCglobal 표준을 기
반으로 의류의 사이즈와 색상, 의류 가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매직미러를 통해 함께 구매가 가능
한 액세서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현재 개발된 기술은 자사 제품 간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혹은 제품을 선택한 후 인터넷을 통하
여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코디네이션이 되게 하
는 기능, 인터넷 구매 시 접속 사이트의 물품들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다. ‘전문가의 의견’
부분이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토털 패션 코디
네이션이 가능한 ‘정보의 입력’이다. 향후 이루어질 

<그림 8> Interactive RFID 
fitting-room mirror, 2007
(www.gizmag.com).

 
 <그림 9> EPC magic 

mirror, 2008(www. 
gs1au.org).

매직미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기능은 국외에
서 매입한 물건도 ‘의류취급표시(Care Label)’를 보
고 취급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 회사 
제품은 물론 구매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 간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의류
취급표시는 각 나라별로 정한 규정을 표시하고 있
으나, 국제적으로도 그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다.

2) 매직미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프로세스
본 연구의 기본 핵심인 매직미러의 토털 패션 코

디네이션 기능의 실현이 가까워졌다는 실증은 미
국의 MIT Media Lab.의 Quickies(Intelligent Sticky 
Note)의 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 Quickies는 RFID
가 내장된 디지털 포스트 잇(post-it)이다. 

필요한 내용을 포스트 잇에 메모하면 그 내용이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고, 저장된 정보는 다양한 어
플리케이션과 연계돼 계획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에 대입, 반응하게 된다. 전자펜으로 메모해 놓은 
것은 상황에 따라 리더기로 내용을 읽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SMS 전송받을 수 있다(그림 10, 11).

이는 본 연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기능과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옷에 대한 정보가 칩에 입력
되면 각자의 옷장에서 입력된 정보에 의해 토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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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 통계월보, 9월호 (2005), p. 7.

<그림 10> Quickies 
MIT Media. Lab 
(www.ZDNet.com).

 
<그림 11> SMS 전송 

MIT Media. Lab 
(www.ZDNet.com).

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입
력과정이 Quickies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인 것이다.  

개인별 취향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은 Quickies
에 메모하듯 입력해 놓으면 칩에 입력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기능 외에 자신이 즐겨 착용하는 코디
네이션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 본 바, IT 기술과 융합된 패션 코디네
이션 기술은 자신의 신체와 유사한 아바타에 구매
하고자 하는 의류를 사이버 상에서 착장, 실 구매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일정 업체에서 제공하는 복식
에 국한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토털 패션 코디네
이션 기능은 판매나 구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
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실생
활에 활용될 표준화된 데이터 베이스이다. 매직미
러에 입력된 본인의 인체, 본인이 주로 착용하는 
코디네이션 방법, 새로 구입한 옷, 세탁소에 맡겨진 
옷 등은 자동으로 구분되어 그날의 일정과 날씨에 
맞게 의상은 물론 액세서리까지 토털 패션 코디네
이션해 주는 것이다. 

Ⅲ.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을 위한 
RFID 칩의 데이터베이스

1. 항목과 아이템 분류와 코드

1) 항목 분류와 코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을 위한 항목 분류는 이미
지, 패브릭, 컬러, 시즌으로 분류하고, 아이템별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되도록 하였다. 

이미지 분류의 기준은 15편의 선행 연구와 2007～
2008년 오프라인의 신규 런칭 브랜드에서 제시한 
15개의 이미지 분류를 조사, 분석하여 10개의 이미
지로 구분하였다. 이미지는 하드(hard), 소프트(soft), 
베이직(basic), 캐릭터(character)로 대분류하고, 모던
(modern), 매니시(mannish), 클래식(classic), 엘리건
스(elegance), 페미닌(feminine), 로맨틱(romantic), 스
포티(sporty), 내추럴(natural), 에스닉(ethnic), 트렌
디(trendy)로 중분류, 각 중분류는 3개 항목의 형용
사 군으로 설명된다. 코드는 네 자리 숫자로 표기
한다. 

패브릭은 미국의 파이버 라벨링 액트(fiber labeling 
act)에 근거하였으며, 섬유연감 통계18)에 제시한 8
가지 기본 패브릭인 모(wool), 면(cotton), 실크(silk), 
레이온(rayon), 아세테이트(acetate), 나일론(nylon), 폴
리에스테르(polyester), 아크릴(acrylic)에 여름용 패
브릭으로 많이 사용되는 린넨(linen)을 추가하여 기
초로 하였다. 패브릭 이미지의 구체적 분류는 패브
릭과 전체 혹은 부분적인 스타일을 중심으로 분류
하였다. 패브릭 분류는 이미지 분류와 동일 항목으
로 분류하였으며, 네 자리 숫자 코드 앞에 대문자 
Fabric의 F를 넣어 구분하였다.

컬러는 연구자가 작업한 이미지 맵을 기초로 컬
러 칩을 추출하고, 컬러 임팩트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컬러 그룹을 나누었
다. 

코드의 추출은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므
로 이진법으로 제시하여 계산, 추출하였으며, 표로 
제시되는 코드 분류는 항목 앞에 영문자로 표시하
여 이해가 쉽게 표현하였다(예를 들어, 컬러는 코
드 앞에 C 기입). 

시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모든 시즌에 가능한’으로 기본 코드를 정하
였다. 시즌은 세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이미지, 패브릭, 컬러, 시즌의 분류와 코드는〈그
림 12〉와 같다.



제 18 권 제 5 호 이운영․양숙희 163

－ 951 －

Hard Soft Basic Character

I
m
a
g
e

Modern Mannish Classic Elegance Feminine Romantic Sporty Natural Ethnic Trendy

0000 0001 0010 0011 0100 0101 0110 0111 1000 1001

형용사군

sophistica
-ted

urban
contempo

-rary 

boyish
masculine

dandy

traditional
premium

conser
-vative

graceful
gorgeous

luxury

young
adult
sexy

girlish
cute

lovely

active
easy

sportive

country
raw

unstrained

polklore
retro

vintage

avant garde
season 
trendy

character

 F
a
c
t
o
r

softly  
or sheaths,

well
-tailored

suits,
notched
lapels,

 refined 
detailing 

tailored
understated 

quality.
tailored,

boxy,
straight line

three set 
suit

warm, 
soft,

traditional 
detail,
rigid,

formal
silhouette
brocade

 

elegance, 
graceful

refinement
 standard 
of tasteful

-ness,
simplicity 

and 
consistency 
of design

shoulders
defined 

waistline
soft detail 

& silhouette
ladylike,
delicate

reveling 
lines, soft 

drapes, 
peplum, 
plunging 
or sweet

-heart 
necklines 
rounded  

T-shirts, 
jeans,

comfort,
Casual 

clothing 
suitable 

for sports

comfor
-table  

tailored, 
unconst
-ructed, 
sweets,
relaxed,
human 
mind,

plant & 
animal 
print

loosely 
dressed 
down,

cultural 
detail & 
technique

handy craft

futurism. 
trendy,

experimental
-silhouette

line of 
development

이미지

F
a
b
r
i
c
  F
a
c
t
o
r

F0000 F0001 F0010 F0011 F0100 F0101 F0110 F0111 F1000 F1001

Moderate 
weight,
Linen

 gabardine,
flannel,

cashmere,  
herringbone,

natural,
 refined,

camel's hair
Twill 

broad,
lawn,

velvet, 
brocade, 

satin, 
georgette,
 tweed, 
jersey, 

doeskin, 
flannel,
Hound
-stooth,
leather

tweeds.
organdies, 
cashmere

wool
mohair
angora

 Alpaca
bark crepe

jersey, 
crepe

 de chin,
silk

Zibeline
crepe

-marocain,
fleece knit,

brocade,
crepon,
illusion 

-net
fur

silk,
clinging.

satin,
chiffon,
eyelet,
lace,

charmeuse,
tricot,

georgette

Light
weight,

 fluid and 
soft, 

 velvet,  
angora, 
chiffon,  

knits, 
soft 

suedes

cotton, 
wool, 
denim

Spandex
Goretex
blanket 
-cloth,
basket 
weave
chino,

corduroy

Natural,
woven, 

textured,
soft, 
knits, 
linen,
suede,

 leather,
cashmere, 

hair,
flannel,
 tweed

raw silk,  
angora, 
camel's
Poplin,
Cheese
-cloth,
cotton,
batuste,

lawn   

synthetic,
 plastic, 
metal,

  polyure
-thane,
 paper,
 cable, 

 Vinyon
metallic
rubber,
suede

C
o
l
o
r

C0000 C0001 C0010 C0011 C0100 C0101 C0110 C0111 C1000 C1001

<그림 12> 이미지, 패브릭, 컬러의 분류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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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Giorgio Riello and Peter McNeil, Shoes: A History From Sandals to Sneakers, (New York: Berg, 2006), pp. 2-14.

2) 아이템 분류와 코드

(1) 의류 아이템 
아이템 분류는 임의추출로 국내외 인터넷 쇼핑

몰 30개의 아이템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을 실행하기 위하여 일차
적으로 의류 코드를 작성하였다. 의류 코드는 선행 
연구에서의 이미지, 패브릭, 컬러, 시즌, 아이템을 
세분화하여 제작하였는데, 본 연구의 토털 패션 코
디네이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세분화 되었던 패브
릭(종류에 따른 이중 코드)과 아이템 부분은 전체
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최소의 항목으로 제한하 

<표 3> 의류, 액세서리 분류와 코드
Season별

코드
Spring Summer Fall Winter S/S F/W All

000 001 010 011 100 101 110

의류 아이템별
코드

Top(1) Bottom(0) Sweater(01) Etc Outer

Jacket
Blouse/
shirts

Vest Pants Skirt
Pull
over

Cardi-
gan

Dress T-shirts
Inner 
wear

Coat/
jumper

0000 0001 0010 0011 0100 0101 0110 0111 1000 1001 1010

액세서리
코드

Shoes

디자인별 Heel Loafer Low Heel Middle Heel Snickers Boots

0001 0011 0100 0111 0110 1010

용도별 Formal Evening Casual Day Trendy 기타 분류
0000 0010 0101 1001 1000 11

Bags

디자인별 Shoulder Tote Hobo Cross Clluch T.P.O

0001 0011 0100 0110 0111 1010

용도별 Formal Evening Casual Day Trendy T.P.O

0000 0010 0101 1001 1000 1010

Belt

용도별 Formal Evening Casual Day Trendy 기타 분류
0000 0010 0101 1001 1000 11

코디 방법 강조 조화 개성 계절 악센트 T.P.O

0001 0011 0100 0110 0111 1010

Scarf

용도별 Formal Evening Casual Day Trendy 기타 분류
0000 0010 0101 1001 1000 11

코디 방법 강조 조화 개성 계절 악센트 T.P.O

0001 0011 0100 0110 0111 1010

* 액세서리는 S는 Shoes, B는 Bag, Belt는 T, Scarf는 F를 기입하여 표시하였으나,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알파벳 문자 
없이 구분이 가능하다. Belt와 Scarf는 용도와 코디네이션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였다. 이미지는 앞서 분류한 10개의 이미지 군을 
기초로 하였으며, 10개의 패브릭 이미지와 10개의 
컬러 이미지 군으로 분류하였다. 아이템 군에서 상
의는 이진법의 앞의 두 숫자를 00으로 동일하게 처
리하고, 하의는 앞의 두 숫자를 10으로 처리하여 
상하의를 구분하였다. 스웨터류는 01, 티셔츠나 이
너 웨어류는 10, 아우터는 1010으로 구분하였다. 

(2) 액세서리
구두의 경우, 분류하는 기준은 용도별 분류, 발

등의 노출 정도에 따른 분류, 디자인 별로 분류19)

할 수 있다. 그러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경우, 
종류나 디자인의 세부적인 구분보다 그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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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항목의 구분은 이미지, 굽의 높이나 착
용 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액세서리의 분류와 코드는〈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코드는 범위가 광대하므로 

전체적인 이미지 코드가 중복되지 않게 설정하였
으나, 패브릭과 컬러의 이미지 코드는 중복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던(0000)하고 로맨틱(0101)
한 이미지의 클래식(F0010)하고 로맨틱(F0101)한 패
브릭의 에스닉(C1000)하면서도 트렌디(C001)한 컬
러의 봄(000) 재킷(0000)’은 ‘0000 0101 F0010 F0101 
C1000 C1001 000 0000’으로 표시된다.

본 연구의 매직미러 안에 배치될 의복의 코드는 
아이템별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불가능한 아이
템은 제한 코드를 주었다. 아이템은 국내외 업체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이템 
분류와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http://www. 
customs.go.kr), 미관세청(U.S.customs and Border pro-
tection: http://www.cbp.gov)에서 제시하는 품목 분
류를 근거로 하여 분류 코드를 작성하였다.

3) 코디네이션 방법 분류와 코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 연구인 의류 간의 패션 

C
O
D
E

코디네이션 요인들과 최대한 근사치
(전체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일치항목 
00

일정 요인에만 코디네이션이 가능
(예. 특정시즌)

제한항목 
01

   모든 요소에 코디네이션이 가능 공통항목 
10

<그림 13> 코디네이션 코드의 항목 분류.

<표 4> 상품코드 분류 자릿수
의류 시즌 이미지 패브릭 컬러 아이템 제한코드 코디네이션

자릿수 000 0000 0000 00000 0000 00 일치/제한/공통
액세서리 시즌 이미지 패브릭 컬러 디자인/용도 코디네이션 

방법 코디네이션
자릿수 000 0000 0000 00000 0000 0000 일치/제한/공통

코디네이션(이운영, 2006)을 근거로 구두, 가방, 벨
트,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를 이용한 토털 패션 코
디네이션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방법은 강조, 조화, 개
성, 시즌, 악센트, T.P.O.에 따른 코디네이션으로 분
류하였다. 코디네이션의 항목은 세 개의 코드로 분
류하였다. 일치항목(00)은 코디네이션 요소에 중점
을 두어 각 아이템 항목의 코드가 얼마나 일치하는
가에 따라 일치도 추출하였다. 제한항목(01)은 특
정 시즌이나 용도, 특정 코디 방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공통항목
(10)은 시즌이나 용도, 코디 방법에 상관없는 아이
템 요소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13).

각 아이템의 자릿수는〈표 4〉와 같다.

2.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의 분류와 코드

1)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의 분류
본 프로그램 설정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는 연구자가 설정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 및 항목 분류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일반적인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인식 및 성향을 조사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설문 결과를 통해 토털 패
션 코디네이션 방법을 추출하였다.

설문은 20～40세의 패션업체 종사자 및 전공자, 
연령대별 35명씩 총 105명을 대상으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인식 정도와 주로 사용하는 코
디네이션의 방법,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을 함에 있
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 가장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 아이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등의 
항목을 설문하였다.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성향에 관한 설문은 5
점 척도로 일치도 분석하였으며, 토털 패션 코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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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성향.

이션 아이템에 관한 항목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성향은 유행 추
종이나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의 코디네이션보다 전
체적인 조화를 중요시한다고 답하였다(그림 14).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템 간의 조화 34%>이미지 32%>컬러
25%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5).

액세서리 중 가장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항목은 
구두 46%>벨트 18%>스카프 14%의 순으로 나타
났다(그림 16).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 있어 가장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항목은 컬러 간의 코디네이션 45%>액세
서리 아이템 28%>의류 아이템 20%로 나타났다(그
림 17).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을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이미지 35%>감각 23%>T.P.O 16%의 순으
로 나타났다(그림 18).

<그림 15>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

<그림 16> 액세서리 중 가장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항목.

 <그림 17> 가장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항목   

  <그림 18>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요인.

2)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코드

(1) 코드의 생성
아이템 항목은 제한 코드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동시에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될 수 없는 항목끼리 
제한하였다. 레이어드 룩의 경우처럼 동일 아이템 
분류에서 다수 선택되어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분류하여 착장법에 따른 
개인의 기호코드를 제시할 수 있다.

의류에 제시되는 코드는 각 항목별로 서로 겹치
지 않게 코드를 생성할 경우, (이미지×패브릭×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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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아이템×타입=의 공식) 최소 77,000개의 코
드 생성이 가능하며, 서로 중복되는 이미지일 경우
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의류 품목에서
의 코드 설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나 패브
릭, 컬러 군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액세서리의 항목은 디자인별과 패션 코디네이
션별로 코드를 별도로 주었다. 상품을 구매할 때는 
디자인 분류가 세분화되어야 하나, 토털 패션 코디
네이션에 있어서는 의상과의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 강조, 조화, 개성, 시즌, 악센트, T.P.O. 
중 원하는 것을 선택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의류
와의 패션 코디네이션 및 코드의 일치도 추출은 코
드의 통일성이 요구되므로 의류의 아이템과의 상
관관계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포말 슈
즈와 포말 이미지의 의류 품목, 포말 백은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였다. 

액세서리 코드의 경우의 수(서로 겹치지 않는 
최소한 코드 수)는 (이미지×패브릭×컬러×시즌×아이
템×타입=의 공식) 308,000개이다. 따라서 이를 기
초로 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코드 생성이 가능하다. 
아이템은 액세서리 종류이며, 타입은 구두와 가방
은 용도별 코드를 의미하고, 스카프와 벨트는 코디
방법 코드를 넣어 코드를 생성하였다.

코드 생성 방법은 우선 코드를 엑셀 프로그램의 
코드 생성기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생성시킨다. 의
류와 액세서리의 파일을 각각 만들고, 코드를 오름
차순으로 정렬하며 중복된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
여 각각의 파일을 clothes.txt, accessory.txt 파일로 
변환하였다. (엑셀에서 사용한 함수=DEC2BIN(INT 
(RAND( )*7),3)설명)(그림 19).

① RAND( ) 함수는 0부터 1까지의 수를 임의로 
생성한다. 이 함수의 출력 결과 예는 0.001 0.536 
0.924 1 등이다.

② 0부터 7까지의 수를 임의로 생성하기 위해 7
을 곱한다.

③ INT( ) 함수는 괄호 안의 수를 정수로 바꿔준
다. RAND( )*7에서 7.432가 생성되었다면 INT( ) 
함수의 결과는 7이 된다.

④ DEC2BIN( ) 함수는 10진수의 함수를 2진수
로 바꿔준다. 앞의 결과 7이 생성되었다면 DEC2 
BIN( ) 함수를 거쳐 111이 나오게 된다(그림 20). 

이렇게 생성된 코드는 Microsoft 사의 Visual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 조건을 주어 코드를 추
출한다(그림 21).

이진법으로 제시된 코드는 텍스트 파일(program. 
exe)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 받아, 각 항목을 처리 
가능하도록 저장, 화면상으로 항목별 이름으로 변

<그림 19> 코드 생성을 위한 엑셀 함수.

<그림 20> 엑셀 코드 생성.

<그림 21> Visual C++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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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의류 코드의 명칭 출력.

<그림 23> 액세서리 코드의 명칭 출력.

환되어 출력이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000 
0000 F0000 C0000 0000을 봄 모던이미지, 모던 패
브릭, 모던 컬러, 재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그림 
22, 23).

(2) 코드의 일치도
시즌이나 개성을 위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경우, 일치항목에 원하는 토털 코디네이션 방법을 
적용시켜 착용자의 착장 스타일이 우선으로 선택되
게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디자인한 의류
와 액세서리 품목을 무작위로 30항목을 선택하여 
각 아이템에 100%, 80%, 60%, 40% 일치하는 항목
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생성된 코드는 Microsoft 사의 Visual C++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필요 조건을 주어 그룹별로 100%, 
80%, 60%의 일치도를 각각 추출한다(그림 24, 25). 

추출된 코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액세서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토
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경우는 80%까지 일치할 때, 
강조를 위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경우는 60% 
일치할 때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 필요한 
일치 항목과 제한 항목,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을

<그림 24> 일치도에 따른 출력.

<그림 25> 의류와 액세서리의 일치 항목 출력.

코드화하여 제한 요소 혹은 일치항목으로 설정함
으로써 착용방법에 따른 개성이나 토털 패션 코디
네이션 방법에 따른 유동성을 설정할 수 있다. 특
히 액세서리의 경우는 트렌드에 따라 패션 코디네
이션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의류에서 설정
한 분류 이외에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을 별도
로 코드화 하였으며, 두 자리 수의 00, 01, 11, 10의 
숫자로 경우에 따라 제한 요소를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위의 일치도를 참고로 하여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다고 나타난 의류 그룹 중 8개 그룹을 무작
위로 추출, 그림으로 제시하여 이에 적합한 액세서
리 품목을 선택하도록 설문조사하였다. 앞서 조사
한 설문과 동일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이템 당 
2개의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동 
생성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다. 설문 분석을 통해 나타난 아이템 간의 패션 코
디네이션 일치도는〈표 5〉와 같다. 

8개 그룹(a-1～b-4)은 의류 코디네이션 그룹이
며, 각 액세서리 아이템(A～E항목)들은 코디 추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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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류 그룹과 아이템 별 일치도          (%)

그룹 A B C D E

a-1
24 17 28 17 14

1 27 24 35 4

a-2
17 25 21 29 8

8 29 27 9 27

a-3
34 22 5 24 15

26 15 22 25 12

a-4
25 28 16 20 11

4 28 27 21 20

b-1
27 19 16 8 20

25 2 17 32 4

b-2
29 22 11 18 20

28 33 17 3 19

b-3
19 17 23 17 24

24 13 20 32 11

b-4
14 20 29 8 29

36 19 21 13 11

로그램에서 40% 이상 추출된 항목이다. 각 항목의 
합을 백분율로 정하였을 때 20% 이상 선호도를 나
타낸 것까지를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것
으로 가정하였다.

1011010F1001C
10011010

1011010F1001C10
011010

1010111F1001C01
111010

1010-T.P.O 1010111F1001C01
111010

<그림 26> 코드에 의한 토털 코디네이션 예 1.

1010011F0011C
00110000

1100100F0011
C01000000

1100011F0010
C00100011

1010-조화 110011F0010C
00100010

<그림 27> 코드에 의한 토털 코디네이션 예 2.

제시된 의류에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적합한 
액세서리를 그림으로 제시하면〈그림 26, 27〉과 같
다. 설문 결과,〈그림 26〉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
의 선택된 아이템의 선택 비율은 스카프 51%, 구
두 62%이다.
〈그림 27〉에서 착장 그림의 구두는 51%, 가방은 

54%가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생성한 코드에 의
한 결과와 설문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설문조사
에서 실시한 어울리는 아이템 항목과 70% 이상 일
치하였으며, 일치 항목에 있어서는 토털 패션 코디
네이션 방법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색상과 이미
지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매직미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

션 기능 수행을 위한 RFID 칩의 데이터 베이스 표
준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FID 칩에 저장될 의류와 액세서리 정보

의 기준을 정하고, 분류 코드를 이진법으로 구하였
다. 이진법으로 제시된 코드는 텍스트 파일(program. 
exe)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 받아 각 항목을 처리 가
능하도록 저장되며, 화면상으로는 항목별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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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 출력이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000 
0000 F0000 C0000 0000’을 ‘봄 모던이미지, 모던 
패브릭, 모던 컬러, 재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따
라서 모든 의류와 액세서리는 이미지, 패브릭, 컬
러의 분류 코드에 의거하여 상품의 정보 입력이 가
능하다. 

둘째,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의상과의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조, 조화, 개
성, 시즌, 악센트, T.P.O. 중 선택하게 하고, 제한 
요소와 공통요소로 분류하여 코드를 추출하였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코디네이션할 것인지, 제한 
요소와 공통요소를 줄 것인지 선택하여 원하는 코
디네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코드의 생성은 의류에 제시되는 코드가 
각 항목별로 서로 겹치지 않게, 이미지×패브릭×컬
러×시즌×아이템×타입=의 공식 적용하였다. 생성된 
코드는 Microsoft 사의 Visual C++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필요 조건을 주어 그룹별로 추출된 코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액세서리의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에 
있어서는 조화를 이루는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경우는 80%까지 일치할 때, 강조를 위한 토털 패
션 코디네이션의 경우는 60%의 일치도에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
서 실시한 어울리는 아이템 항목과 70% 이상 일치
하였으며, 일치 항목에 있어서는 토털 패션 코디네
이션 방법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컬러와 이미지
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패션 산업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을 지나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었다. 패션 상품은 전 세계적
으로 거의 동시간대에 온(on), 오프(off)라인으로 판
매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생산, 공급, 유통, 판
매, 폐기의 과정을 지나면서 업체 간의 협업 프로
세스가 요구되며, 이는 표준화된 규정의 인프라 구
축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는 미래의 의생활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주
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유의 기반은 스마트 폰의 
확산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증강현실의 코드가 
되는 마카(Marker)의 데이터베이스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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