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에서의 

Virtual Wearing System 구현
 

이강민 O 양정진  

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lkm5425 O, jungjin}@catholic.ac.kr 

Implementation of a Virtual Wearing System 

with Android Platform 

Kangmin LeeO , Jungjin Yang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Engineer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   약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용자들의 상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인화된 서비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하나의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구성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할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을 부합시키는 스마트폰 성능이 현 기술에 적응적으로 대응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3D VWS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위한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의류 착용후의 모

습을 제공하여 쇼핑몰 업무의 효율성 및 의류반품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쇼핑몰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어,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3D VWS는 초고속 인터넷환경과 고사

양 컴퓨터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환경에 이를 수용하고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2D 이미지 확대/축

소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의류 착용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2D VW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기반 

VWS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서  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정보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들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Mark Weiser[1]가 주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패러다임이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다. 사용자들의 상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인화된 

서비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하나의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구성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할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을 부합시키는 스마트폰 성능이 현 

기술에 적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 고성능이 요구되는 서비스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구현되어 상황에 적합한 목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VWS(Virtual Wearing System)는 가상 의류 착용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의류 착용후의 모습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상용화된 

VWS는 3D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위한 시스템으로 

쇼핑몰 업무의 효율성 및 의류 반품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쇼핑몰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어,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3D VWS는 초고속 인터넷환경과 고사양 

컴퓨터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를 수용하고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VWS를 효율적으로 설계, 구현하기 

위해서는 VWS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2D 

VWS 방법론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2D VWS 연구는 

의류 이미지에 직물 패턴을 적용시키기 위해 이미지 

분할 기법을 이용하여 단순 배경과 분할된 의류 영역에 

직물패턴을 적용시키는 Model을 제시하였으나 정의된 

VWS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2D VWS는 사용자의 신체 비율에 

맞추어 변형된 2D 의류 이미지를 제공한다.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스마트폰 환경에서 적용 가능하게 

구성하여 다음의 주된 장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의류 신제품을 업데이트 

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없다. 

 오프라인 의류 쇼핑몰 산업 이익상승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VWS의 한계를 살펴보고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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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환경을 이용하여 정의된 2D VWS 구현을 위한 

목적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현된 2D VWS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VWS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인 

기존의 2D, 3D VWS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3장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2D VWS 구현을 위해 목적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구현 및 실험을 통해 

결과 분석을 기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3D VWS 환경을 조성한 시스템 사례 

 

 3D VWS[2]를 이용한 사례로 인터넷쇼핑몰은 

http://bananarepublic.com을 이용하였다.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을 선정한 이유는 브랜드나 

제품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사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 인터넷쇼핑몰 3D VWS 아바타 생성과정 

 

그림 1은 자신의 신체와 유사한 체형을 가진 3D 

아바타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조정하여 자신과 유사한 아바타를 

제작한 뒤 그림 2에서와 같이 가상공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혀보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류품목에 

어울리는지 여부를 판단 가능할 뿐 아니라 측면과 

후면의 이미지 관찰이 가능하지만 실시간 렌더링을 

위한 전송속도의 문제로 인해 스마트폰 환경에 이를 

수용하고 동작시키기 어렵고,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의류 신제품을 3D로 구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실적인 제품의 표현에 있어 아직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된 2D 

VWS가 제공하는 2D 이미지는 3D와 같은 현실감은 

확보해주지 못하지만 의류 제품 업데이트와 구현 비용, 

사실적 제품 표현과 스마트폰 환경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 VWS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그림 2 – 인터넷쇼핑몰 3D VWS 의류 실시간 비교 

 

2.2 2D VWS 환경을 조성한 시스템 사례 

 

기존의 2D VWS 연구는 그림 3과 같이 컬러 영상 

분할을 이용하여 2D 의류 모델 영상에서 의류 형상을 

분할한 후, 분할된 의류 형상 영역의 음영 및 조명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직물 

패턴을 가상적으로 착용시킬 수 있는 컬러 영상 분할 

및 직물 텍스쳐 매핑에 관한 것으로[3], 의류 디자인시 

적용된 패턴을 통해 의류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 – 기존 2D VWS의 가상착의 과정의 사례 

 

하지만 배경의 복잡도에 따라 의류와 배경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완벽한 영상분할이 되지 않고, 정확한 

직물 텍스쳐 매핑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본고에서 정의된 2D VWS에서는 영상분할과 텍스쳐 

매핑 없이 사용자의 신체 비율을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도록 유도한 뒤 착용하기 원하는 의류를 

사용자의 신체의 비율에 맞게 2D 이미지로 제공하도록 

구현되어있다. 

다음 절에서는 2D VWS의 구성을 위한 기술들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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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2D VWS를 구현하기 위해 상황에 적합한 의류 

구매 시나리오를 통하여 사람의 활동을 지원하는 VWS 

사례를 제시한다. 

3. VWS 요구사항 도출 

 

3.1 VWS 시나리오 

VWS 요구사항 도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았다. 시나리오에 사용자는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적합한 구성원으로서 캐스팅 

할 수 있어야 한다.  VWS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의류 구입 시와 전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 의류 구입 시] 

스마트폰 사용자 현재 A는 오프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자신이 구입하기 원하는 의류를 착용한 마네킹 앞으로 

이동한다. A는 구입할 의류가 자신의 신체 비율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VWS을 

구동시켜 마네킹을 촬영하였다. VWS는 A의 신체 비율 

정보를 토대로 마네킹 사진을 변형하여 A에게 제공한다. 

사진을 본 A는 해당 의류가 자신의 신체비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체 판단 후 VWS를 종료하고 

다른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서 쇼핑을 계속 한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객체들 중 VWS의 기능을 

구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클래스를 추출하였다. 

 
그림 4 – 의류 구입 시 의류 정보 등록 순서도 

 

그림 4는 클래스 객체의 생성과 소멸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SmartPhoneUser는 

의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VWS를 구동하고, 

MenuView는 SmartPhoneUser에게 WearingCloth를 

전달받아 ClothRegistrationView를 생성한다. 

ClothRegistrationView는 SmartPhoneUser가  입력한 

의류 정보와 이미지를 Database에 저장하고, 

신체정보를 통해 이미지를 변환하기 위한 객체를 

생성한다. Transform은 Database로부터 전달받은 의류, 

신체정보와 이미지를 토대로 이미지 변형 후 

Database에 해당 이미지를 저장하고 소멸한다. 기존에 

Database에 저장되었던 신체 정보 확보를 위해선 

의류구입 전에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의류 구입 전] 

의류 구입 전, A는 VWS에 자신의 신체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주변인 B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전신을 촬영한다. 신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위치객체가 형성되고, A가 위치객체를 이동시켜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위치객체를 매칭시킨 후 VWS에 신체 

정보를 등록하였다. 

 
그림 5 – 의류 구입 전 신체 정보 등록 순서도 

 

그림 5은 의류구입 전 VWS에 A의 신체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구성을 순서도로 표현한 것이다. 신체 

위치 정보만을 얻어오기 위한 작업이므로 Transform이 

생략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5의 모든 과정이 이행된 후 MenuView는 

A로부터 Gallery를 전달받아 A에게 변형된 이미지를 

제공한다. 

 

3.2 Activity와 Intent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환경에서의 VWS를 구현하기 

위해선 상황에 적합한 Activity 생성과 소멸이 되도록 

한다. Activity란 시스템의 한 화면을 일컫는 말로 

시스템이나 사용자의 반응을 처리한다.[4] 그림 6를 

살펴보면 Activity는 onCreate()로 생성이 되고 

onStart()로 활성화된다. 활성화 상태에서 다른 

Activity가 생성이 되면 이전에 활성화된 Activity는 

시스템 메모리, 상황에 따라 상태가 바뀌거나 소멸된다. 

 

그림 6 – Activity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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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를 토대로 화면과 기능을 고려한 Activity를 

구성한다. 각 Activity는 그림 2, 3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한 Activity가 다른 

Activity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Intent를 이용한다[5]. 

 

4.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기반 VWS 구현 

 

4.1 VWS 요구사항과 구현 

 

앞서 제시한 VWS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VWS를 제어하는 GUI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환경에서 구동 될 수 있어야 

한다. 

• 에뮬레이터 상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카메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신체/의류 등록 시 나타나는 도형 객체들은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변형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 신체 정보와 변형된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된 후에도 보존되어야 한다. 

VWS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 VWS 클래스 다이어그램 

 

VWS는 JAVA로 구현되었으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되어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에서 제어 된다. 에뮬레이터의 모든 API는 

안드로이드 SDK[6] 기반으로 동작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능들을 제공한다. 

 

4.2 VWS 디자인 

 

그림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VWS의 GUI들은 

Activity를 상속받음으로써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Intent를 통하여 활성된 Activity가 다른 Activity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림 8은 VWS의 초기화면이며 “1. Create My Avatar” 

메뉴는 신체 정보를 등록 하기 위한 메뉴이다.  “2. 

Capture/Wearing Cloth”는 착용해보기 원하는 의류를 

촬영하기 위한 메뉴이고, 해당 결과는 “3. Gallery 

View”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화면 우측 

버튼들은 에뮬레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버튼들이다. 

 

그림 8 – VWS 메뉴 화면 

 

그림 9에서 우측 그림은 신체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카메라 환경이 제한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환경에서 카메라 환경 구현을 위해 본 실험에서는 

카메라서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카메라 서버에서 

이미지들을 개념적으로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과 같다. 

신체 촬영을 위해 좌측 화면 상단부의 “Take this” 

버튼을 누르면 위치 객채가 생성된다. 우측 그림은 위치 

객체의 빨간점을 클릭&드래그로 이동시켜 신체 부분에 

매핑시키는 작업을 완료한 화면이다. 상단 부의 

Save&Exit 버튼을 누르면 신체 정보가 Database에 

저장되고 다시 그림 8의 메뉴화면으로 돌아간다. 

 

 
그림 9– 아바타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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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의 좌측 그림은 착용할 의류를 촬영한 

화면이고, 우측그림은 변환을 완료하였을 때 화면이다.  

 

 
그림 10 – 의류 촬영/갤러리 화면 

 

4.3 VWS 구현 결과 

 

앞서 제시한 두 순서도를 토대로 안드로이드 SDK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그림 11은 촬영한 의류 이미지가 실제로 사용자의 신체 

비율에 맞게 변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율의 

정확도를 측정해본 것이다. 사용자의 다리길이를 1로 

나타내었을 때 몸통과 어깨너비의 길이를 측정해본 

결과 의류 이미지와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1 – Transform 변환 결과 비교 

 

이미지를 변형하는 Transform을 구성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였다. Transform은 이미지의 가로 

비율을 사용자의 신체 비율에 맞추어 축소/확대 한 뒤 

상/하체 부분을 나누어 각각 세로로 축소/확대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비록 기능은 간단하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난 변형된 이미지가 전혀 의도 하지 않은 결과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기존의 3D VWS의 단점을 해결하고 VWS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2D 

VWS을 제안하였다. 2D VWS를 통해 실제 의류를 

착용해 보지 않고도 의류착용 후의 예상되는 모습을 2D 

이미지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WS 시나리오 설정과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기반의 

2D VWS 애플리케이션 연구는 기존에 3D VWS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구현의 어려움 및 의류 제품 업데이트 

비용, 스마트폰 환경 적용과 같은 문제에 대안으로 

스마트폰 기반 VWS 방법론 연구에 도움을 주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스마트폰의 이점을 통해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도 2D VWS를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온/오프라인 의류쇼핑몰 산업 이익상승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면 

모습뿐만 아니라 측/후면, 사용자의 얼굴까지 포함한 

2D VWS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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