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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식주 중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패션분야로서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개인화된 성향 변화 및 인터넷 환경의 개선으로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객체의 . 
검출 및 분류에서 벗어나 패션 아이템의 분석 및 세부적인 속성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패션 트렌드의 빠른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플랫폼. 
에 기반을 두어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개인화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패션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하여 패션 검출 모듈 패션 검색 모듈 패션 검색을 위한 벡터 , , 
검색 모듈 상하의 분리를 위한 세그먼테이션 모듈 패션 복종 분류 모듈을 개발하여 통합하였으며 패션 검색 정확도는 , , Top-5 
기준 벡터 검색 속도는 벡터당 이하 세그먼테이션 추출 정확도 이상 패션 검출 결과 환경75.28%, 0.002m sec , 87.6% , IoU 0.5 
에서 복종분석 의 성능을 보였다96.2%, 90.54% . 

서론1.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패션 분야는 보온 및 신체 보
호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인간의 심미적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현. 
재 쇼퍼들의 구매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 진화하고 있으며 키워
드 검색보다는 직관적이며 시각적인 이미지 검색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한 온라인 트렌드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올해 패션시장의 트렌드 키워드
는 초개인화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라이브 커머스 오팔세, , , , 
대 뉴트로 헤리티지 어번 테크웨어 패션 자본의 결합 및 올해의 컬러 , , , , /
클래식 블루 등이며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 ' 
활용하여 이에 대응하여 시장에 적절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패션 검출 분류 분석, , , 
생성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의 활용을 통한 제품화가 필
요하다.[1] 

그림 모델컷과 와일드 환경에서의 패션 검출 분석 비교 < 1. >

기존 국내외 빅데이터 기반 패션 이미지 분석 기술은 제품컷 또는 
모델컷 등 실내 환경에서 확보한 이미지에 기반한 분석이 대부분이나 실
제로 사용자는 외부 와일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취득을 통하여 이를 분석

하기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
다. 
제안하는 플랫폼은 모델컷 뿐 아니라 와일드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추출 및 검색을 통하여 소비자의 사이트 유지 지속 및 ,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로서 판매자에게는 수익을 제고. 
할 수 있으며 구매를 통한 취향 빅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
한 부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빠. 
른 검색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직접 생산이 가능하여 

서비스도 가능하다DTC(Direct to Customer) .

그림 플랫폼 예< 2. DTC [2] >

본 논문에서는 장에서 기술 개발 내용을 보이며 장에서는 개발 2 3
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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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2.

와일드 환경에서의 패션 검출 기술 개발을 위하여 와일드 환경에서
의 이미지 빅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데이터 불균형에 의한 영향
을 줄이기 위하여 기반 학습을 진행하였다Focal Loss .[3] RetinaNet 
기법은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로 구성된 단일 네트워크와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백본은 컨볼루션 특징 맵 연산을 담당하며 . 
첫 번째 서브넷은 객체 분류를 역할이며 두 번째 서브넷은 콘볼루션 바
운딩 박스를 도출한다. 

그림 < 3. one-stage RetinaNet[3] >

패션 검색 모듈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특징 벡터를 이용한 유사도 학
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  내부에서 직접 학습하여 . Metric learning
의 학습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샘플링 방법을 활용negative, positive 
하였다.[4] 

그림 기법< 4. Facility location [4] >

고속 검색을 위해서는 기법을 적용하였다Product quantization . 
이 기법은 공간을 낮은 차원의 서브스페이스 공간으로 변환Cartesian 
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벡터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검색 가
능한 기법이다. 

패션 분류 및 검색을 위해서는 상하의 및 신발 등 구분 검색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를 활. Pyramid scene parsing network(PSPNet)
용하였다.[6]

그림 기술 < 6. Human parsing >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3.

본 연구를 통하여 실내 모델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검출 분류 분석, , 
기술을 야외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와일드 환경에서의 분석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다 본 기술을 통하여 실제 사용자가 실환경에서 촬영한 데이터. 
에 기반한 제품 검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바로 판매자에
게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다. 

개발 결과 패션 검색 정확도는 기준 벡터 검색 속Top-5 75.28%, 
도는 벡터당 이하 세그먼테이션 추출 정확도 이상0.002m sec , 87.6% , 
패션 검출 결과 환경에서 복종분석 의 성능을 IoU 0.5 96.2%, 90.54%
보였다 각각의 성능 수치는 데이터베이스 및 딥러닝 모델의 최적화에 . 
따라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각각의 딥러닝 모델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 
딥러닝 기술의 개발에 따라 신규 모델을 적용하여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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