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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장 경제 속에서 사용자들을 유지하

기 위해 저마다 다른 독자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경쟁의 노력 중 하나로 이미지 검색을 사용

하는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미지 검색을 의류 쇼핑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용자가 검

색하고자 하는 의류가 해당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거나 검색을 위한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존 

텍스트 형식의 검색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그린 그림을 이용한 '손그림 의류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을 기존의 텍스트와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던 검색 경험과 별개로 그림으로 검색을 시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폭넓은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객체인식(object detection), 재학습(relearn), 

검색(search), 손그림(hand-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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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총 거래액은 161조 1,234억 

원이며 이 중 9.5%가 의류에 대한 거래액이고 2018년도부터 꾸준히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러한 온라인 

시장 규모 증가에 따른 저마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는 쇼핑몰 사이트들이 있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지하

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검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류검색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옷의 

특징, 스타일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조차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온라인 의류쇼핑몰에서 옷을 검색할 시, 

기존의 카테고리, 색상뿐만 아니라 옷의 스타일에 대한 손그림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옷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현재까지 의류 및 물체를 분류 및 검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접근하였다. 딥러닝 기반 의류 영역 

제안 네트워크를 결합한 패션 이미지 검색[2]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사진들 속에서 의류를 추출하여 사용자가 가진 옷들을 조합하여 

패션을 추천해 주는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패션 이미지 카테고리 

분류를 이용한 웹 사이트 논문[3]에서는 일상적인 사진에서도 옷 

영역을 찾아내어 이를 검색함으로써 이미지 검색 기능을 개선한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의류 검색을 도와주는 목적은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원본 사진에서 옷 영역을 추출하여 유사 의류 

사진을 찾아주기 때문에 본 연구의 손그림 기반 의류매칭과는 차이가 

있다.

III. 개발 내용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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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Model

판매자와 관리자는 시스템에 판매하고자 하는 의류이미지, 의류 

기본정보(특징값) 및 의류에 대한 손그림을 활용하여 detection model

을 구축한다. 구매자는 웹 또는 앱의 그림판을 통해 손그림을 입력하면, 

이는 detection model을 통해 의류 특징값을 반환하게 되며, 이와 

일치하는 결과 상품을 출력하여 보여주게 된다.

3.1 모델 구축

본 논문에서는 그림 속의 특징을 검출해 내는 방법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tensorflow API를 이용한다. 의류 손그림 데이터셋을 확보

하기 위하여 실제 의류와 손그림 이미지를 수집하고, 학습을 위한 

각 손그림 이미지의 특징에 영역을 지정하는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여 

특징을 분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샘플 

의류 한 개에 약 120장의 그림으로 그린 후, 각 그림 속에서 13가지의 

특징값을 추출한다. 추출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SSD MobileNet V2 

모델에 재학습하여 기존 모델을 JS형태의 모델로 변환한다.

3.2 그림 특징 검출

변환한 모델은 IBM cloud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며 웹을 구축할 때 react.js를 사용하여 tensorflow.js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의 그림 결과는 웹의 캔버스 

기능을 사용하며 사용자가 그림을 그린 뒤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그린 그림을 모델에 전송한 뒤 결과를 받아와 사용자 캔버스 

환경에 표시하여 주고, 결과값을 태그 형식으로 저장하여 데이터베이

스에서 해당 태그와 일치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는 손그림 이미지검색이 진행되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구조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Fig. 2는 그림판에 그려진 손그림의 특징을 분석하여 찾아낸 특징

(Pocket1, Pocket2, Shukirt)의 영역을 캔버스 위에 표시해 준 화면이

다.

Fig. 2. Result Screen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온라인 의류쇼핑몰에서 옷을 검색할 시, 

옷의 스타일에 대한 손그림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옷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온라인 쇼핑이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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