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_13_조 _Ms DJ_ 

조원: _김다은_, _강지형_, _윤명식_, _이 식_, _김정출_ 

 
 

심사 의견 or 질문 

과제의 최종 목표와 알고리즘 컴포넌트 간의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유저스터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과제의 최종 목표는 사용자가 길을 가다가 혹은 구매하고 싶은 옷을 발견 했을 때 

어디서 사야하는지 모를 경우에 비슷한 의류의 구매처를 알려주는 것 입니다.  

그에 따른 알고리즘 및 기술들은 인터넷 쇼핑몰의 의류로 구성된 데이터 셋으로 

학습시킨 머신 러닝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https://goo.gl/forms/HrR7JGO3sSau5zcv1 

이에 따른 설문 결과는 2 차 중간평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의견 or 질문 

추천 결과가 본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추천인지를 지속적으로 질문할 것(패턴, 색상, 카테고리만으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답변 

Inception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켜본 결과, 의류의 질감을 포함한 카테고리를 

클래스로 정하여 옷의 종류를 파악해내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검색하고자 하는 의류의 색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과를 출력합니다.  

옷을 찾고자 할 때 필요한 옷의 가장 큰 특징이 질감, 색상, 패턴이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학습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옷을 찾아주는 것은 

캡스톤프로젝트 1 에서는 무리일 수 있지만, 의류의 가장 큰 특징들과 같은 의류를 

찾아준다면 그것으로 이 프로젝트의 최대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판단됩니다.  

 

 
 
 

https://goo.gl/forms/HrR7JGO3sSau5zcv1


 

심사 의견 or 질문 

머신 러닝 결과에 대한 정확도 외에, 실제 추천 결과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도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답변 

실제 추천 결과에 대한 내용 및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해본 사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2 차 중간 평가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견 or 질문 

머신 러닝의 진척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음.  

답변 

설계 발표 때  계획했던 진도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 차 중간평가까지의 진척 상황도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2 차 중간평가까지도 

계획했던 속도대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과 동일하게 머신 러닝의 대한 

결과가 완료되어 앱과의 연동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심사 의견 or 질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머신 러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능과 할 수 없는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추어 결과물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머신 러닝 모델 중 하나인 Inceptio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직접 제작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의류의 질감을 포함한 카테고리를 클래스로 지정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어떠한 의류 사진을 입력하면 같은 카테고리의 의류를 

반환해줍니다. 이것이 머신 러닝에 의한 기능입니다. 이후, 의류의 패턴이나 색상에 

대한 정보를 openCV 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머신러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능과 할 수 없는 기능을 구분하여 결과물을 설계하였습니다.    

 
 
 
 
 



심사 의견 or 질문 

최종 결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교하게 추천이 가능한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의류의 형태, 질감, 색상이 같은 의류를 추천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노란색 긴 쉬폰 원피스를 입력하였을 때, 같은 노랑, 쉬폰, 원피스의 의류들이 

추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