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2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캡스톤 디자인 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Be in harmony 

팀 명 시그널 

문서 제목 Be in harmony – 2차 중간보고서 

 

 

 

Version 1.6 

Date 2017-05-19 

 

 

 

 

팀원 

신예린 (조장) 

김선영 

안진환 

최혜령 

최효원 

박민근 

지도교수 김준호 교수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Be in harmony 

팀 명 시그널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7-MAY-19 

 

캡스톤 디자인 I Page 2 of 2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중간보고서-Be in harmony.doc 

원안작성자 신예린 김선영 안진환 최혜령 최효원 박민근 

수정작업자 신예린 김선영 안진환 최혜령 최효원 박민근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

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Be in harmony”를 수행하는 팀 “시그널”의 팀

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시그널”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되거

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자 Revision 추가/수정 항목 내    용 

2017-05-14 전체 1.0 최초 작성 프로젝트 목표 추가 

2017-05-15 최효원 1.1 내용 추가 수행 내용 및 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추가 

2017-05-16 최혜령 1.2 내용 추가 수행 내용 및 수정된 영구내용 추가 

2017-05-17 안진환 1.3 내용 추가 수행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수정 

2017-05-17 신예린 1.4 내용 추가 수행 내용 및 프로젝트 목표 수정 

2017-05-18 김선영 1.5 내용 추가 수행 내용 및 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추가 

2017-05-18 박민근 1.6 내용 수정 전체 내용 수정 및 맞춤법 검사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Be in harmony 

팀 명 시그널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7-MAY-19 

 

캡스톤 디자인 I Page 3 of 2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프로젝트 목표 ..................................................................................................................................................................... 4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 5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 5 

2.2 수행내용.................................................................................................................................................................... 9 

2.2.1 디자인 선택 및 분위기와 색 조합 선택 ..................................................................................... 9 

2.2.2 사용자가 선택한 디자인, 색 조합 전달 ................................................................................... 11 

2.2.3 Crawling 알고리즘 ............................................................................................................................. 11 

2.2.4 이미지 판별 알고리즘 ....................................................................................................................... 12 

2.2.5 웹캠 페이지 구현 ................................................................................................................................ 14 

2.2.6 의상 색상 변환 알고리즘 ................................................................................................................ 17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19 

3.1 개발 진도표.......................................................................................................................................................... 19 

3.2 수정사항................................................................................................................................................................. 20 

3.2.1 웹캠 연결 및 색상 변환 .................................................................................................................. 20 

3.2.2 쇼핑몰 메타 데이터 제작 후 웹과 연결, 쇼핑몰 URL 연결 .......................................... 20 

3.2.3 DB 구축 ................................................................................................................................................... 20 

4 향후 추진계획 .................................................................................................................................................................. 21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 21 

4.1.1 색상 변환 알고리즘 개선 ................................................................................................................ 21 

4.1.2 캔버스 화면 경계 그리기 오류 해결 ......................................................................................... 21 

4.1.3 Crawling 알고리즘과 이미지 판별 알고리즘 연결 ............................................................ 21 

5 고충 및 건의사항 ........................................................................................................................................................... 22 

5.1 Crawling 결과 이미지 판별 알고리즘 속도. ........................................................................................ 22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Be in harmony 

팀 명 시그널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7-MAY-19 

 

캡스톤 디자인 I Page 4 of 2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프로젝트 목표 

옷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3개중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옷은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 

디자인과 다양한 색채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람은 형태보다 색채를 강하게 기억하므로1 색채가 디자인, 재질 등 다른 요소보다 옷

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개인의 이미지 형성과 결점을 보완

하고자 더욱 자신에게 맞는 색채를 찾기 위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다양한 색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색채를 찾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본 프로젝트는 패션 코디를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보다 쉽게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

하여 패션을 코디해 볼 수 있는 웹 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색채 및 패션 감각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에 목표가 있다. 

 

 

 

 

 

 

 

  

                                           
1 Lee, Mi-Sook, 패션 웹 사이트의 컬러 마케팅, Journal of Fahion Business Vol.7, No2, p.1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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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1. 웹페이지 구축 

장고를 이용해 웹페이지를 구축한다. 메인과 소개 탭은 간단히 이미지와 텍스트로만 

구성하고, 카메라와 옷 고르기 탭은 여러 모듈과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 

 

2. 메인 화면의 구성 

컬러 조화가 돋보이는 메인 화면과 함께 상단에 네 개의 탭을 만든다. 

 

각 탭은 메인, 소개, 카메라, 옷 고르기 탭이며 사용자는 메인 페이지에서 탭을 클릭하

여 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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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개발 구조 

전체적인 개발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두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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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코디 추천 페이지에 들어갈 모듈을 구현한다. 사용자가 옷과 분위기, 그리고 

컬러를 선택한다. 크롤링 모듈이 사용자의 선택에 맞는 코디 이미지를 찾고 그 이미지가 

맞는 결과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거쳐 웹 페이지에서 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연계 쇼핑몰의 메타데이터를 받아와서 연계 쇼핑몰에 그에 맞는 코디가 있다면 

쇼핑몰 링크를 연결한 후 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기능 구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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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카메라 탭 페이지에 들어갈 모듈을 구현한다. 웹캠 연결 및 캡쳐 기능을 구현

하고, 이미지를 조화로운 색상으로 변환시켜주는 컬러 하모니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사진이 선택한 컬러 템플릿에 맞게 변환될 수 있도록 한다. 

의상 색상 추출 및 변경 시 패턴이 들어간 의상이라면 패턴은 제외하고 색상을 변환하

게 된다. 

 

두 번째 기능 구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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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디자인 선택 및 분위기와 색 조합 선택 

 

(a) 처음 페이지 로딩 시 화면 

flexSlider jquery plugin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Top, Bottom, Outerwear, Dress의 분류된 

디자인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디자인을 선택하면 선택한 디자인을 사용자가 선택한 조합

을 보여주는 특정 영역에 출력한다. 

디자인을 선택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jqcloud jquery plugin

을 사용하여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단어를 출력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를 선택하면 

언어 이미지 스케일과 ‘컬러 하모니’(이재만 저)를 참고하여 만든 색 조합을 출력한다. Top, 

Bottom의 조합, Outerwear, Bottom의 조합인 경우 2가지의 색 조합을 Dress라면 한 가지

의 색을 출력한다. 

사용자가 디자인과 색 조합을 선택하면 바로바로 선택한 조합을 적용한 이미지를 특정 

영역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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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용자가 디자인 및 분위기 색 조합 선택 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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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용자가 선택한 디자인, 색 조합 전달 

사용자가 선택한 디자인, 색 조합을 crawling과 crawling 결과 확인 알고리즘을 수행하

기 위해 각각의 모듈로 선택한 디자인, 색 조합을 전달해야 한다. Django 프레임워크는 

Model 클래스로부터 폼(Form)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ModelForm 클

래스으로부터 파생된 사용자 폼 클래스를 정의 한 뒤, 사용자 폼 클래스 안에 Meta 클래

스 (Inner 클래스)를 정의하고 Meta 클래스 안 model 속성(attribute)에 해당 모델 클래스

를 지정한다. 정의한 model클래스를 사용하여 ‘RESULT SHOW’버튼을 누르게 되면 웹 페

이지에서 view.py로 HTTP POST가 전달되고 그 안에 있는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드 조합을 

확인한 후 crawling과 crawling결과 확인 알고리즘 모듈로 넘겨준다. 

또한, 웹캠 페이지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와 색 조합을 선택하면 또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의상 색상 변환 알고리즘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드를 넘겨준다. 

2.2.3  Crawling 알고리즘 

사용자가 선택한 분위기의 색감과 맞는 코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웹 상에서 이미

지 데이터를 수집 하고 수집한 결과를 이미지 판별 알고리즘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Python의 Selenium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옷과 분위기의 색감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웹 브라우저를 띄운다. 그리고 BeautifulSoup 모듈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의 소스

를  html로 파싱한다. 파싱한 html 소스를 받아와서 필요한 태그와 클래스를 찾고 이미지

의 URL을 가져온다. 가져온 URL을 사용해서 JP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다. 

1차 중간보고 까지 완성한 Crawling 알고리즘 이미지로 판별 알고리즘을 적용 시키려고 

했는데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판별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글 이미지 검색 브라

우저에서 이미지를 한번 클릭하면 뜨는 원본 이미지를 Crawling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

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Be in harmony 

팀 명 시그널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7-MAY-19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2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a) 키워드로 검색하는 브라우저 창 

 

 

 

 

 

 

 

(b) 이미지 URL을 이용해 사진 저장 

 

2.2.4  이미지 판별 알고리즘 

Crawling 한 결과 이미지를 받아와서 인물의 전신 이미지만을 추출하고 상의, 하의를 구

분하여 각각의 주 색깔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1차 중간 평가에서는 각각의 

주 색깔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hue값을 이용하여 색을 추출하였고 추가로 흰색이나 검은색

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흰색과 검은색은 hue값뿐만이 아니라 saturation채도값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서 기존의 hue값을 추출하고, 추가로 흰색/검은색의 mask를 사용하여 1의 개수가 정해 놓

은 기준보다 많으면 흰색/검은색으로 판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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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흰색 마스크로 흰색 추출 

            
 

(b) 검은색 마스크로 검은색 추출 

 

또한 색깔과 맵핑되는 크롤링 검색 키워드(c)를 만들어서 추출한 이미지의 상의/하의(d) 

주 색깔 키워드와 일치하는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c) 주어진 크롤링 검색 키워드 예 

 

  

     

 

 

(d) 상의, 하의 추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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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웹캠 페이지 구현 

 웹캠으로 캡처를 하고, 캡처한 이미지를 python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웹 페

이지에서 얻은 데이터를 django 프로젝트로 넘겨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웹 페이지 상에서는 웹캠 연결, 타이머에 맞춘 캡처기능, 상·하의 경계를 그릴 수 있

도록 하는 캔버스 기능, 클릭을 통해 사용자가 입고 있는 옷의 RGB 값을 추출하는 기능 그

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의 컬러조합으로 바꿔준 결과 이미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

하였다. 

 

 

- 웹 페이지에 웹캠 스트리밍 화면과 캡처 화면을 띄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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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페이지에 상·하의 경계를 그릴 수 있는 캔버스 화면을 띄운 모습 

 

 

 

- 웹 페이지에 사용자가 입고 있는 옷의 RGB 값을 추출하여 캡처 화면을 띄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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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페이지에 분위기에 따른 컬러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버튼

을 띄운 모습  

 

 

-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의 컬러조합으로 바꿔준 결과 이미지를 화면에 띄

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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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의상 색상 변환 알고리즘 

의상 색상을 변환시켜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사진이 선택한 분위기의 컬러

조합에 맞게 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상의와 하의 마스크를 만들어 색상이 변환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제한한다. 그 다

음 웹 페이지에서 추출한 사용자의 상·하의 RGB 값을 이용해 HSV 값을 구하고 여기서 구

한 Value 값과 사용자가 선택한 컬러조합의 상·하의 Value 값의 차이를 구한다. 색상 변환

을 적용할 범위에 해당하는 픽셀의 Hue 값과 Saturation 값은 분위기 컬러조합의 Hue 값

과 Saturation 값으로 변경하고 Value 값은 앞에서 구한 두 Value의 차이만큼 더해준다. 이

를 통해 좀 더 자연스러운 색 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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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채색의 경우, Hue 값을 이용한 색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색상 변환이 어렵다. 사용자의 

옷이 무채색일 경우에도 원하는 색상으로 색을 변환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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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개발 진도표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요구사항  

분석  

배경지식습득                    

SRS 작성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페이지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                    

쇼핑몰 메타 데이터                    

분위기 단어 워드 클라우드                    

아이콘 배치 및 선택 기능                    

웹캠을 통한 영상처리                    

옷 구역 구분                     

Color harmonization                     

Crawling                     

 Crawling 결과물 확인                     

이미지 배치                     

쇼핑몰 URL 연결                     

Server 구성                    

DB                     

테스트  시스템 및 기능 테스트                      

시스템  

통합  

1차 시스템 통합                     

2차 시스템 통합                    

발표  발표 준비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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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정사항 

3.2.1  웹캠 연결 및 색상 변환 

 색상 변환 시, 사용자가 선택한 분위기의 색 조합을 선택하면 상/하의 색이 바뀌게 되

는데 이때 상/하의 색상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넣으려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선호되

는 상/하의 색이 다르므로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해당 기능을 삭제하였다.    

   

3.2.2  쇼핑몰 메타 데이터 제작 후 웹과 연결, 쇼핑몰 URL 연결 

 색상 카테고리와 의상 카테고리 별 색상 조합이 선택되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

래 걸렸기 때문에 중심기능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가기능인 ‘쇼핑몰 메타 데이터와 웹 연

결’ 기능과 ‘쇼핑몰 URL 연결’ 기능을 삭제하였다.   

 

3.2.3  DB 구축 

시스템 설계를 사용자가 색 조합을 선택하면 그 즉시 Crawling 하는 방향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지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기능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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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색상 변환 알고리즘 개선 

무채색이나 연한 색상의 옷은 색을 잘 인식하지 못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색 변환을 시킬 픽셀을 정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 

4.1.2  캔버스 화면 경계 그리기 오류 해결 

 웹 페이지에 있는 캔버스 화면에 상·하의 경계를 그릴 때, 스크롤을 내린 상태에서 그리

면 원하는 위치에 그려지지 않는 오류가 있다. 그래서 스크롤의 위치와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에 그려질 수 있도록 오류를 해결해야 한다. 

4.1.3  Crawling 알고리즘과 이미지 판별 알고리즘 연결 

Crawling 알고리즘과 그 결과물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 

      최종 발표까지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결과물을 판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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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5.1 Crawling 결과 이미지 판별 알고리즘 속도. 

사용자가 색 조합을 선택하면 그 즉시 Crawling과 그 결과 이미지를 판별하게 설계를 

해서 따로 DB구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많은 데이터를 Crawling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