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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기반의 의류 사진 분석 및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보다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쇼핑

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패션 쇼핑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면 

특히 스마트폰으로 검색과 구매를 동시에 하는 소위 ‘스마트포니스타(Smatphonista)’의 영

향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명확한 타켓팅을 선정하는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 이들은 패션 제품을 검색할 때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사용(68%)하며 데스크탑 사용

자보다 구매 상품 사진을 SNS에 올릴 확률이 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테오 북

아시아 총괄 그레이스 프롬은 “국내(한국) 온라인 패션 쇼핑 분야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더

욱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쇼핑객을 중심으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서비스의 형태를 사용자의 접근이 쉬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검색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평균 검색어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좀 더 편

리하고 정확한 검색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 기반의 정보검색은 

사용자가 명칭이 나 키워드를 모를 때 사용자의 편의성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IT 기업들은 이미지 기반 정보검색기술을 차세대 성장산업

으로 보고, 기술 및 서비스개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의 ‘Goggles’, 아마존의 ‘Flow’,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Vision’, 퀄컴의 ‘Vuforia’ 등의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은 의류제품을 검색할 경우 그 어떤 다른 제품들보다 활용 가치

가 높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고자 할 때 제품번호, 제품명, 브랜드명 등에 대

해 정확한 키워드 자체를 모르면 검색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Lee, 2013).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문자나 키워드를 입력하는 대신 검색하고

자 하는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또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 즉 색상, 디자인, 질감, 공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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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을 제시하고 질의 자료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찾아내는 시스템이 제시되었

는데 이를 영상 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이라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의류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비주얼 의류 검색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모바일로 촬영하여 의류의 종류와 가격, 판매처, 이미

지 등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의류의 비

주얼 검색 표준화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딥러닝 기반의 컨볼루션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술을 적용해 

주어진 이미지 안에서 상품에 해당하는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영역에서 검색에 

필요한 각각의 요소를 추출해 분류 과정을 거치고, 가장 유사한 이미지 군을 클러스터링

한다. 사용자는 직접 패션 의류를 촬영하거나, 의류의 이미지로 검색하여 비슷한 상품을 

추천, 검색하고 관련 쇼핑몰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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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A. 웹 페이지 크롤링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의 의류 데이터를 수집한다.  

B. 서버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완료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C. 머신 러닝 관련 논문 및 자료를 조사한 후, 학습 모델 개발을 시작한다.  

D.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수행 내용 

2.2.1 웹 크롤링 

 패션 애플리케이션인 지그재그 가입 기준의 인터넷 쇼핑몰 상위 100위의 인터넷 쇼핑몰 

중 임블리 외 6개의 쇼핑몰과 이랜드 몰 입점 기준의 브랜드 몰인 탑 텐 외 2개 총 10개

의 사이트를 크롤링하였다. 베타 버전으로 약 4만 개의 이미지만 먼저 수집하였다.  

의류에 대한 기준은 자체적인 의류 기준을 설립하였다. 자체적인 의류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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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총 20개로 분류될 수 있다. 데이터 분류의 자동화를 위해 카테고리별로 의류를 수

집하도록 크롤링하였다.  

또한, 의류 색상과 패턴에 관한 기준을 설립하였다.  

패턴은 기하학적인 모양인 원과 사각형을 기준으로 삼아 무, 도트, 스트라이프, 체크, 카모

플라주, 기타로 결정하였다.  

색상은 HIS 모델의 Hue 값을 360단계로 구분한 값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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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미지 분석 

 HSI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색상을 구분하도록 구현하였다. 

0~360도의 값을 갖는 Hue 값을 360단계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모든 픽셀의 Hue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리스트, 360개의 Bin을 

만들어 최댓값을 갖는 Bin을 해당 이미지의 Hue 값으로 결정하

였다.  

 다음은 이미지에 따른 Hue 값을 측정해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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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Android App 

A. 로딩 화면 

 사용자가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시 나오는 화면이다.  

 

B. 로그인 화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다. 로그인은 구글 계정으로 

가능하다. Google API를 이용해 생성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계정 정보를 입력 혹은 확인할 수 있다.  

 

C. 메뉴 목록 화면 

 갤러리 불러오기, 사진 촬영, 검색 기록,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 목록이다.  

 

D. 메인 화면 

사용자가 앨범(Gallery)에서 이미지를 찾거나, 직접 촬영(Photo)을 한다. 이

후 사용자가 이미지에서 직접 사각형 모양으로 의류 영역을 지정한다.  

 

E. 이미지 선택 화면 

Select 버튼을 누르면 앨범으로 이동하여 이미지를 고를 수 있게 된다. 

이미지를 고르면 크롭하여 의류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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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이미지를 선택 혹은 촬영한 화면 

최종으로 Image View에 설정된 사진이 보인다. NEXT 버튼을 통해 서버로 전

송된다.  

 

G. 전체 결과 화면 

서버에서 받아온 결괏값(Top20)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보여준다. 이미지를 클

릭하면 상세 확대된다. Scroll View를 통해 스크롤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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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머신러닝 

정확도를 위해 YOLO 모델과 Inception 모델을 비교하였다.  

A. YOLO 모델  

 YOLO(You only look once)는 최첨단 실시간 물체 탐지 시스템이다. NVIDIA GPU Titan X에

서는 40-90 FPS로 이미지를 처리하고 COCO test dev에서 VOC 2007의 map이 78.6%, map가 

44.0%이다.  

* PASCAL of VOC(Visual Object Classes) 

- 객체 클래스 인식을 위한 표준화 된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제공한다. 

- 데이터 세트와 주석에 액세스하기 위한 공통 도구 세트를 제공한다. 

- 다양한 방법의 평가 및 비교할 수 있다.  

- Ran 은 객체 클래스 인식에 대한 성능 평가에 도전한다.  

 

YOLO 작동하는 원리 

이전의 감지(detection) 시스템은 분류기나, 로컬라이저를 사용하여 감지하였다.  

이것은 모델을 여러 위치와 규모를 이미지에 적용하였다. 이미지의 높은 점수가 주어진  

영역으로 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YOLO 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하나의  

신경망(neural network)을 전체 이미지에 적용하며, 이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경계 상자(bounding box)와 확률을 예측한다. 이러한 바운딩 박스는  

예측된 확률에 의해 가중된다. 

 

YOLO 모델은 분류기 기반의 시스템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테스트 시간에 전체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의 글로벌 문맥(context)으로 예측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단일 

이미지에 수천 개가 필요한 R-CNN 과 달리 단일 네트워크 평가로 예측을 한다. 이로 인해 

R-CNN 보다 1,000배 이상 빠르며, Fast R-CNN 보다 100배 빠르다.  

 

Yolo version 2 

YOLO v2는 학습(training)을 개선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속임수를 

사용한다. OverFeat 그리고 SSD 와 마찬가지로 fully-convolutional 모델을 사용하지만, 

부정(hard negatives)이 아닌 전체 이미지를 학습한다. Faster R-CNN 처럼 너비와 높이를 

예측하는 대신에 이전 테두리 상자를 조절한다. 그러나, 여전히 YOLO 는 x, y 좌표를 직접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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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사람들이 포함된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각 이미지에 

테두리 상자를 제공한다. 분류기는 긍정적인 학습 사례(사람)과 부정적인 학습 

사례(사람이 아님)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그 경계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학습 사례를 만든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유용한 부정적인 예를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시작 방법은 임의의(random) 테두리 상자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긍정과 겹치지 않도록 새로운 상자를 부정으로 유지한다.  

그러고 나서 긍정, 부정을 하고 있으므로, 분류기를 학습(training)시키면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훈련 이미지에서 다시 테스트해보았다. 하지만 분류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거짓 긍정(실제 사람이 아닌 것에서 사람으로 감지됨)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부정(hard negative)은 잘못 발견된 패치(patch)를 가져와서, 해당 패치에서 

부정적인 예를 명확하게 만들고, 해당 부정(negative)을 training-set 에 추가할 때였다. 

분류자를 재학습할 때, 많은 거짓 긍정을 하지 않도록, 더 나은 지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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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ception 모델  

학습을 시킬만한 데이터 세트를 아직 완전히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닝하기 위하

여 만든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구동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미리 inception 모델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았다. 이 분류기는 

knit, top, bottom, outer, dress 5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Little black이라는 의류 쇼

핑몰 사이트에서 크롤링하여 카테고리마다 200장 정도의 이미지를 학습을 시켰다. 여기서 

학습시킨 이미지는 배경을 삭제하지 않은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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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이미지와 Tate, imbely 와 같은 타 의류 쇼핑몰에서 이미지

를 가져와 테스트를 시켜 보았다. 또한 테스트시킬 때 배경화면이 있는 이미지와 없는 이

미지를 분류해서 때에 따라 각각 10장 이상씩 테스트를 시켜 보았다.  

 

1 학습데이터를 테스트를 시켜보았을 때  

예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미지를 옳게 판별을 하였다. 15개중에 14개를 정확하게 분

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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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의 새로운 데이터를 테스트한 경우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옳게 분류를 하였다. 14개 이미지 중 10개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지금 위에 나온 사진은 배경이 흰 바탕 이기 문에 생각보다 정확한 분류를 

하였지만, 야외에서 촬영한 의류 이미지의 같은 경우에는 빛의 영향 배경 건물 및 구조가 

노이즈로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케이스가 꽤 있다.  

3 모델의 착용 샷이 아닌 데이터를 테스트 한 경우  

 

어떠한 이미지 데이터보다 정확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하였다.  

16개의 이미지 중에 15개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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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실패한 경우 

 

이 이미지는 베이지색의 티를 파는 상품 페이지에서 추출한 이미지이지만 분류기에서는 

하의로 검출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지만 본다면 하의로 인식을 하는 것은 틀린 선택이라

고 할 수 없다. 이렇듯 상품페이지에서 웹 크롤링을 하고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학습데이

터에 맞게 수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테스트 단계에서는 카테고리가 5개밖에 없고 학습데이터의 양이 많이 적은 상태 이

어서 실제로 구동해본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구동을 해본 결과 이미지 

한 개에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봤을 때 서버 내에서 분류하는 시간보다 클라

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이미지를 전송하는 시간이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결정한다

고 예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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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서버 및 데이터  

-   서버 

AWS EC2를 사용하였다. 운영체제는 Ubuntu Server 16.04이고, Key Pair로 EC2 Instance에 

접근한다.  

 서버에는 웹 크롤링과 머신러닝 등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Python과 Python Library, 

Tensorflow, MySQL 등을 구축 완료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와 구현 코드를 서버를 통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였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결괏값에 해당하는 사진을 보여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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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Table 구조 

 Product_file_name : index 값 

 Product_brand : 쇼핑몰 혹은 브랜드 이름 

 Product_name : 상품명 

 Product_cost : 상품 가격 

 Product_shopping_img_url : 상품 이미지 url 

 Product_shopping_url : 상품 구매 페이지 url 

 Product_clothes_label : 의류 카테고리 

 Product_color_label : 의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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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이전에는 검색되는 옷을 YOLO라는 CNN 알고리즘 모델을 사용하여 색상 패턴 모양 질

감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클래스를 나누고 해당 클래스의 속한 옷 중에서 마할라노비스 

거리 또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상위 20개의 비슷한 옷들을 추려서 추천하는 방법을 

생각했었지만, CNN 알고리즘 모델은 모양과 패턴만 구분할 때 이용을 할 것이면 색상은 

검색되는 옷의 평균적인 Hue 값을 이용하여 분류할 것이며 클래스 내에서의 분류는 SIFT 

또는 HOG를 이용하여 상위 20개의 비슷한 옷들을 추려서 추천할 예정이다.  

Hue 값을 이용한 색상 분류  

HSV에서 H는 색상 S는 채도 V는 명도를 나타내는데 RGB 색 공간보다 HSV 색 공간에서

는 H값으로만 색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검색되는 옷 이미지

를 HSV 색 공간에서 Hue 값의 평균을 구해주어 특정 범위에서의 실숫값을 얻어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에 CNN을 이용하여 옷의 색상을 구분하려는 방법에 비해 

속도 측면에서 훨씬 빠르고 더 세분화하여 분류를 할 수 있으며 번거롭고 까다로운 학습 

작업이 필요한 CNN에 비하여 개발하기 수월할 것으로 생각한다.    

 SIFT를 이용한 이미지 유사도 측정 

SIFT란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으로 이미지에서 코너점 같이 식별이 쉬운 특징점

들을 선택한 후에 각 특징점을 중심으로 한 로컬 패치에 대해 특징 벡터를 추출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옷 이미지에서의 전체적인 모양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Hue 값을 통해 

색상 SIFT를 이용해 모양의 유사도를 측정하면서 CNN 알고리즘을 사용한 클래스 분류 이

후에 좀 더 상세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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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Android App 

 실제 머신 러닝을 거쳐서 나온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상위 20개의 결과물을 보

여주고 사용자가 원하면 더 보기 버튼을 누름으로써 더 많은 결과를 보여주도록 한다.   

4.1.2 데이터 수집 

웹 크롤링으로 수집한 자료를 머신 러닝을 돌리기 위한 학습데이터로 만들어준다.  

a. 상품 이미지의 포맷을 jpg로 통일시켜준다. 

-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하여 얻은 상품 이미지는 대부분 gif로 되어있다. 이것을 첫 번째 

프레임의 이미지만을 jpg로 변경하여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것이다.  

b. 적합하지 않은 상품 이미지를 걸러준다. 

-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하여 얻은 상품 이미지 중에서는 의류와는 무관한 이미지가 섞여 

있다. 이는 학습 시키는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삭제한다.  

c. 상품 이미지의 배경을 삭제시킨다.  

-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하여 얻은 상품 이미지는 배경이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상품의 전

체적인 색상을 파악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학습시킬 때도 크게 영향을 준

다. 이를 수작업을 통하여 배경을 삭제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런 배경 말고도 상품 이

미지 중에서는 착용 샷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진 중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도 다

소 어느 상품의 이미지인지 분간하기 힘든 이미지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이

미지들을 강제적으로 포커스 하기 쉽게 잘라주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

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하나하나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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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의류 카테고리 분류 

컨볼루젼 뉴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습모델 inception v3 와 YORO 중 성능을 비교하여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우리가 분류하려는 의류 분류기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적용할 예

정이다. 이미지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수집하여 만든 학습데이터를 라벨링 작업

을 해야 한다. 모든 이미지에 의류 분류 기준(정장,캐주얼,맨투맨)등에 따라 라벨을 부친다.   

좀더 빠른 작업을 위해 웹 크롤링을 통하여 의류 사이트에서 카테고리 정보를 받아온다.  

4.1.4 의류 패턴 분류 

의류 패턴 분류는 컨볼루젼 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카모플라주, 체크, 줄무늬, 땡땡이,

기타)로 분류를 하는 분류기를 제작하거나 SIFT HOG 방식을 이용하여 유사도로 만들어서 

유사도가 비슷한 의류는 비슷한 형태로 보일 것으로 판단하는 분류기를 만들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정확도 속도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서 적합한 것으로 이용할 생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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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5.1 장소 

개발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5.2 일정 

2차 중간 평가 일정이 예비군과 겹치게 되어 추후 일정에 변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