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스톤프로젝트
윤상민교수님

Ms DJ 팀

Find or Recommend(For) Style

김다은(조장)강지형김정출윤명식이식



머신러닝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기반의의류사진분석및추천서비스



내용 기반의이미지검색(CBIR)으로검색방법을 대체함으로써,

검색의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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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2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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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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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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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의류 도매업과의비지니스적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

옷을 구매할 때 이 옷의 적정 가격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합리적인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디자이너가자신이 디자인하고자하는 옷과 비슷한 옷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려는용도로 쓰일 수 있다.

디자이너가자신의 어떠한 디자인이표절되지는 않았는지찾고자 할 때

수단이 될 수 있다.

최종 작품을 공모전이나 대회 등의 출품작으로도선보일 수 있다.





요소 기술





• 라벨링 기준 : 상의, 하의

색상(color), 질감(fabric), 모양(shape)



색상옷의 형태 질감



카테고리 아우터

티

블라우스

원피스

셔츠

상의

코트, 패딩, 라이더, 무스탕, 
가디건, 조끼, 바람막이, 자켓

맨투맨, 후드, 나시, 폴라티

긴팔

반팔



치마

팬츠

레깅스

하의

A라인

H라인

청

면

긴바지

반바지

카테고리

짧은 치마

긴 치마





<수집할 데이터>

• 인터넷 쇼핑몰의의류 사진 - 지그재그가입 기준

• 브랜드 상점 홈페이지의 의류 사진- 백화점입점 기준

• SNS의 해시태그의이미지

• 아마존 사이트의의류 이미지

<웹 크롤러 자동 업데이트>

• 웹 서버(Linux OS)에 Daemon을 생성하여업데이트시간(주기)을 설정한다.

• 크롤링하는 Python 파일을 실행하도록생성한다.



<크롤링환경>

• Python
•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

<크롤링정보>

• 쇼핑몰 이름, 카테고리, 상품 판매 url, 상품 이미지 url, 상품명, 상품가격

<수집데이터>

• 인터넷 쇼핑몰
• Imvely 외 9개



구현

인터넷 쇼핑몰 중, ‘mixxmix’ 브랜드 상점 중, ‘topten’

쇼핑몰 이름 카테고리 상품 판매 url 상품 이미지 url 상품가격 상품명쇼핑몰이름 카테고리 상품판매 url 상품이미지 url 상품명상품가격





카테고리 클래스별 이미지 폴더



각각의 이미지 폴더 속의 같은 클래스 이미지



긴 팔의 블라우스





색상

< RGB Color Model >

색상 벡터를 이용하여 색상 비교!

히스토그램을 통해
48차원의 색상 벡터를 구하고



구현





<서버등록>

• AWS EC2 사용

• Ubuntu Server 16.04

<서버구축>

• 웹크롤링, 머신러닝을 위한 환경 구축

• Python, Python Library, Tensorflow, MySQL 구축 완료

<서버연동>

• 수집된 데이터와 구현 코드를 서버를 통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사진을 보여줌



<GPU설치>

• GTX 1060 사용

• Ubuntu Server 16.04

<GPU 환경구축>

•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머신러닝을위한 환경 구축

• CUDA, Tensorflow, PHP, MySQL 구축 완료

<GPU 서버연동>

• GPU에서 머신러닝을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결과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ABOUT Ms DJ♥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