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스톤 프로젝트
연계기업 : 와이더플래닛

Ms DJ 팀

Project = Find or Recommend(For) Style

김다은 김정출 강지형 이식 윤명식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기반의 의류 사진 분석 및 추천 서비스



내용 기반의 이미지 검색(CBIR)으로 검색방법을 대체함으로써,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텍스트 검색은 원하는 이미지의 특징을
한 두개의 단어로는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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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쇼핑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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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마음에 드는 상품을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검색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비교 분석할 때에 사람이 간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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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기술



• 라벨링 기준 : 상의, 하의

색상(color), 질감(fabric), 모양(shape), 패턴(texture)



<수집할 데이터>
• 인터넷 쇼핑몰의 의류 사진 - 지그재그 가입 기준
• 브랜드 상점 홈페이지의 의류 사진- 백화점 입점 기준
• SNS의 해시태그의 이미지
• 아마존 사이트의 의류 이미지

<웹 크롤러 자동 업데이트>
• 웹 서버(Linux OS)에 Daemon을 생성하여 업데이트 시간(주기)을 설정한다.
• 크롤링하는 Python 파일을 실행하도록 생성한다.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

CNN은 최소한의 전처리(preprocess)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 계층 퍼셉트론의
한 종류이다. CNN은 하나 또 여러 개의 합성곱 계층과 그 위에 올려진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중치와 통합 계층(pooling layer)들을
추가로 활용한다.

YOLO(You Only Look Once)
: a state-of-the-art, real-time object detection system.





웹 크롤링
DB 설계 및 수집

웹 크롤링
DB 설계 및 수집

서버 구축
UI 제작 및 디자인

1차 중간평가

데이터 셋 제작
학습 모델 구현 완료

UI 서버 연동

2차 중간평가

최종 평가

김다은
Software Project Leader

Web Crawling

DB 설계

Machine Learning에 쓰이는 D
ataSet 구성 개발(라벨링) 

User Interface 담당

강지형
Web Crawling

DB 설계

Machine Learning에 쓰이는 D
ataSet 구성 개발 (라벨링)

User Interface 담당

윤명식
Web Crawling

서버 세팅

Machine Learning 개발 담당. 

yolo를 이용한 분류기 제작

김정출
Web Crawling

User Interface 담당

서버 세팅

Machine Learning 개발 담당

yolo를 이용한 분류기 제작

이식
Web Crawling

DB 설계

Machine Learning에 쓰이는 D
ataSet 구성 개발(라벨링)

Machine Learning 개발 담당. 



활용 방안



의류 시장에서의 홍보 매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옷을 구매할 때 이 옷의 적정 가격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옷과 비슷한 옷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려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어떠한 디자인이 표절되지는 않았는지 찾고자 할 때

수단이 될 수 있다.

최종 작품을 공모전이나 대회 등의 출품작으로도 선보일 수 있다.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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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도매업과의 비지니스적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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