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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Han, 2020)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인 ICBM(Iot, Colud 

Computing, Big Data, Mobile)과 인공지능(AI)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Kim, 2018). 인공지능은 알고

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학습

하며 학습 결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한다(LeCun et al., 

2015).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으로 지식을 습득

하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학습 성공의 관건이 된다(Kim, 2018). 인공지능을 이

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비즈니스 분야의 의사결정시스

템(BI)에 사용되며, 패션과 같은 디자인 기반의 상품

도 딥러닝으로 형태와 색상 등이 유사한 상품을 온라

인에서 검색하거나 추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Sung et al., 2017).

하지만 명확히 규격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노하우

(know-how)와 같은 부분은 인공지능에 의한 서비스가 

아직 인간 전문가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Song 

et al., 2019). 특히, 패션 상품은 복잡하고 다양한 속성

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감성도 다

양하므로 사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패션 상품의 

검색과 추천 등의 개인화 서비스는 상품의 특성뿐 아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패션 감성 분류 체계

박낭희⋅최윤미†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Classification System of Fashion Emotion for the Standardization of Data

Nanghee Park⋅Yoonmi Choi†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June 29, 2021; Revised (October 3, 2021; November 2, 2021); Accepted November 12, 2021

Abstract

Accumulation of high-quality data is crucial for AI learning. The goal of using AI in fashion service is to pro-

pose of a creative, personalized solution that is close to the know-how of a human operator. These customized 

solutions require an understanding of fashion products and emo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data on the attributes of fashion products and fashion emotion. The first step for accumulating fashion data is to

standardize the attribute with coher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fashion emotional clas-

sification system. For this, images of fashion products were collected, and metadata was obtained by allowing 

consumers to describe their emotions about fashion images freely. An emotional classification system with a hi-

erarchical structure, was then constructed by performing frequency and CONCOR analyses on metadata. A fi-

nal classification system was proposed by supplementing attribute values with reference to findings from pre-

vious studies and SNS data.

Key words: Classification system, Fashion data, Fashion emotion, Hierarchical structure, Standardization;

분류 체계, 패션 데이터, 패션 감성, 계층구조, 표준화

†Corresponding author

E-mail: ymchoi@cnu.ac.kr

본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

0R1A6A301095745).

ⓒ 2021,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연구논문] ISSN 1225-1151 (Print)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5, No. 6 (2021) p.949~964

https://doi.org/10.5850/JKSCT.2021.45.6.949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6, 2021

– 950 –

니라 소비자의 감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

다. 따라서 패션 상품의 복잡하고 다양한 물리적인 속

성(attribute)과 이 속성들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패션 감

성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축적은 패션 분야 인공지

능 연구의 기초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서 이미지 인식과 분석은 사

진 속의 객체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특정 속성을 찾

아내야 가능하다(Lee et al., 2017). 이미지의 속성을 신

경망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려면 샘플 이미지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속성의 정의와 기준에 따라 구

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Jeong et al., 2017). 이 

학습 과정에서 패션 이미지에 달린 태그나 주석은 패

션 상품의 속성 정의 및 분류 기준으로 기계학습의 규

칙을 형성하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다. 태그나 주석

의 내용이 업체마다 다르고, 속성의 분류와 구조가 작

성자나 브랜드마다 다를 경우, 이미지에 제공된 속성 

정보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학습 데이터로서의 가치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

라 태그된 속성은 일관성을 가진 양질의 학습 데이터

로 패션 이미지의 분류와 속성 인식의 정확도가 향상

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위

한 속성 데이터의 표준화는 속성의 분류와 적용의 기

준이 되는 일관된 분류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속성의 정의 및 분류의 기준이 되는 분

류 체계의 구축은 전체적인 상품의 구조 및 특성을 파

악하는데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며 상품 및 분류

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Jang & Chun, 2007).

패션 상품의 속성 분류 체계 연구로는 패션 상품의 

형태 속성 분류 체계(Park & Choi, 2020a)와 색채 및 

소재 속성 분류 체계(Park & Choi, 2020b)가 진행되었

다. 하지만 ‘특정 형태, 색채, 소재의 속성을 가진 패션 

상품이 어떤 감성으로 표현 가능한지’와 관련된 패션 

감성 속성의 정의 및 분류의 기준이 되는 체계는 아직 

찾기 어렵다.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이전 선행연구에

서 진행된 패션 감성 평가는 대부분 형용사쌍을 이용

한 양극단의 축으로 제시되어 패션 이미지의 감성 태

깅과 주석 작업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계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패션 감성의 태깅과 주

석 작업의 기준이 되는 패션 감성 분류 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패션 상품 이미지를 수집하

고 각 이미지에 대한 감성 속성을 의류 전공자가 자유 

기술한 메타데이터를 취합하였다. Textom 3.0을 이용

하여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패션 감성 어휘를 추출

하고, 감성 어휘의 내용을 군집 분석하여 분류 체계를 

구성하는 기준인 항목과 속성값으로 구조화된 패션 

감성 속성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패션 감성 분

류 체계는 상품 및 소비자의 감성을 분류하고 유형화

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는 감성 데이터의 축적

으로 이어질 수 있다.

 

II. 이론적고찰

1. 패션 감성

현대 소비자들은 개인의 감각과 개성을 바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외양을 가꾸고 이를 통해 내적인 감

성 충족을 추구한다. 감성은 외부의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91) 느낌, 기분, 심리를 총괄하며, 언어로 표현된 이

미지의 내용(Y.-J. Lee, 2001)이다. 패션 감성은 감성의 

대상이 의복을 포함한 다양한 패션 상품이며 이를 구

성하는 디자인 요소와 그 요소들이 복합되어 나타나

는 전체로서의 감성을 모두 포함한다(Kim, 2002). 패

션 감성은 패션 상품을 통해 만드는 종합적인 이미지

이며(Kwon, 2019), 인간 내면에 내재한 감성이 패션 

상품의 조형성에 의해 특정 이미지로 표현된다.

형용사는 사물의 형태, 상태, 특성을 잘 묘사하고 인

간이 이미지로 떠올리는 대상에 대한 감정적 느낌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Y.-J. Lee, 2001) 의복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 연구에서도 이미지를 표현한 형용사 어휘

가 연구의 도구나 분석대상으로 사용된다. 형용사쌍

으로 감성 용어를 제시한 Y.-J. Lee(2001)는 패션 감성 

어휘를 25개의 형용사쌍으로 추출하고 패션 감성의 

차원이 심미성, 성숙성, 개성, 여성․남성성(성성)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Kim and Lee(2009)는 복합 패션 이

미지에 대한 패션 감성을 밝히고자 21쌍의 형용사 어

휘를 요인 분석하였는데 심미성, 활동성, 개성, 여성성

으로 나뉘었다. 이는 Lee and Kim(2001b)의 연구에서 

성숙성 요인이 연령과 활동성을, 개성 요인이 의복의 

장식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들로 구성된다는 결과와 

유사하여 성숙성은 활동성, 개성은 장식성과 유사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Lee and Kim(2003)은 25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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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션 감성 어휘에 다차원척도법을 시행하여 ‘강렬

한, 특이한, 화려한’의 어휘들, ‘동적인, 가벼운, 젊은, 

명랑한, 발랄한’의 어휘들, ‘우아한, 부드러운, 여성적

인’의 어휘들이 각각 서로 가까운 거리에 군집됨을 밝

혔다. ‘강렬한, 특이한, 화려한’은 장식성, ‘동적인, 가

벼운, 젊은, 명랑한, 발랄한’은 활동성, ‘우아한, 부드

러운, 여성적인’은 여성성과 관련된 감성이다. 이상

의 연구를 정리하면, 패션 감성의 주요 요인이 심미성, 

활동성, 성숙성, 장식성, 개성, 여성성이며 이 중 장식

성과 여성성의 요인은 비교적 독립적인 감성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감성이라 언급되지 않았으나 형용사를 

이용한 이미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Chung and Rhee 

(1992)는 패션 이미지를 평가하는 축으로 ‘단순함-장

식’, ‘여성적-남성적’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Ro-

wold(1984)의 ‘단순성과 복잡함’, Davis(1985)의 ‘여성

성-남성성’, Forsythe(1988)의 ‘남성성-여성성’의 기준

과 유사하다. 이들의 연구는 패션 이미지에 대한 감성 

평가에서 장식성(단순함-장식)과 성성(여성적-남성적)

이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주며 패션 감성 연구와도 유

사한 결과이다.

‘정장-캐주얼’(Damhorst, 1985), ‘Athletic-Social-In-

tellectual’(Conner et al., 1975), ‘Dramatic-Natural-Cla-

ssic-Romantic’(Sweat & Zentner, 1985), ‘보수적인-과

감한-드레시한-캐주얼한’(Paek, 1986) 등과 같이 의복 

착용 상황이나 테마와 관련된 형용사도 이미지 평가 

차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Hong and Kim(2016)이 의

복 스타일 선택을 위한 착용 상황의 분류를 ‘공적-사적’ 

기준으로, Bae and Chung(2006)이 ‘사교적-개인적’, 

‘일상적-비일상적’의 기준으로 분류한 것과 유사하다. 

즉, 의복 착용의 상황적 요인은 추구 이미지나 패션 감

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패

션 감성은 다중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감성 평가의 차

원이 다양하게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

준으로 패션 상품을 통해 표현되는 패션 감성을 충분

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패션 데이터

인공지능이 패션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세분

화된 속성 인식이 필수적이며(Zou et al., 2019) 실제 인

간이 패션 이미지를 보고 상품 간의 유사성을 인식하

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품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Ahn, 2019). 이

미지 인식과 분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의 기본

이자 주축이 되는 과제로 이는 상품의 형태, 크기, 색, 

소재 등 속성을 기반으로 하위 집합을 분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패션 데이터셋을 이용한 학습으로 이루어진

다(Jin et al., 2020). 속성은 하나의 상품 이미지에 속한 

다수의 특징을 말하며, 패션 상품의 학습에는 의복의 

종류뿐 아니라 색상, 소재, 네크라인, 옷의 길이, 소매

형태 등 다양한 속성 정보가 이용된다. 이미지에서 분

류해 내고자 하는 속성을 정의하고, 정의한 이미지의 

속성을 포함하는 샘플을 신경망을 이용하여 컴퓨터상

에 학습시킴으로서 컴퓨터로 하여금 어떤 속성을 가

지고 있는지를 추측하고 이에 따라 유사한 상품의 검

색이나 추천이 이루어진다(Jeong et al., 2017). 예를 들

어, 블라우스의 경우, 네크라인의 형태, 단추, 실루엣, 

패턴 등 블라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을 학습한 후

에 고객에게 유사한 블라우스를 추천할 수 있다(Wong, 

2018). 그러므로 이미지 데이터에 태깅된 속성의 정확

성은 학습 모델의 성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Jin 

et al., 2020).

패션 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셋 중 하나

인 DeepFashion(Liu et al., 2016)은 800,000장의 패션 

상품 이미지로 구성되었고, 50개의 카테고리와 1,000

개의 속성, 바운딩 박스(bounding box), 의류 랜드마크 

등 패션과 관련된 풍부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다(Jin et 

al., 2020). 하지만 분류 항목이 Texture, Fabric, Shape, 

Part, Style의 5가지이며 주요 속성인 색과 감성이 누락

되었고 항목 간 구분이 모호하여 주석의 정확도는 개

선이 필요하다(Zou et al., 2019). 또한, 속성 분류가 단

일 레벨로 구성되어 분류의 깊이가 서로 다른 속성이 

동일한 레벨로 처리되는 등 구조적 체계와 카테고리

별 세분화 정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패션 

복종의 카테고리 분류상 Cocktail Dress는 Dress에 포

함되는데, 이를 동일한 레벨로 학습하면 분류 모델은 

학습해야 하는 디테일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

고, 학습 과정에서 노이즈가 생기게 된다(Ahn, 2019). 

기존 패션 데이터셋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가장 최근

에 제안된 FashionAI Dataset은 계층적 체계로 주석을 

붙인 데이터셋으로(Zou et al., 2019), 데이터의 품질 보증

을 위해 패션 전문가들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화(ge-

neralization)와 실용성을 보완하였으나(Ji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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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성 체계에는 감성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품의 속성 정보를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디

테일을 입력하는 것은 훈련받은 MD가 직접 진행할 때 

가능하다. 입력자가 다를 경우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어렵고 활용가치가 적은 

데이터가 생성된다(OMNIOUS, 2019). 데이터 관리를 

위해 최근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동 태깅 솔루션의 

태깅 항목도 제공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자동 태깅에 의한 속성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

하며, 감성 항목은 제공되지 않거나 스타일이라는 하

나의 항목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세분화된 

패션 감성을 설명하고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

한, 패션 속성 분류를 연구한 Park and Choi(2020a)와  

Park and Choi(2020b)의 연구도 감성 속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패션 감성 분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

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3. 패션 데이터 분류 체계

분류는 어떤 개념이나 사건을 속성의 유사성에 근거

하여 군집화한 것(Kim et al., 2011)으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하다. 분류 체계를 생성하는 작업은 전체적인 

상품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경험과 시간

이 필요하므로 상품 및 분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전

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Jang & Chun, 2007). 패션 데

이터에 표준화된 속성 분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

문적인 패션 지식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속성 

분류 기준을 구성하여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고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지 인식 기술의 빠른 발

전으로 더욱 세분화된 속성 분류가 요구되거나 유행 

변화에 따라 패션 업계에 새로운 속성이 등장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속성 분류 체계로써 속성의 변화

나 추가에 대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패션 속성 분류 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형태 속

성 분류 체계(Park & Choi, 2020a)와 색채 및 소재 속성 

분류 체계(Park & Choi, 2020b)가 있다. Park and Choi 

(2020a)의 분류 체계는 상의, 하의, 아우터 등 의류 카테

고리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속성 기술을 위한 

주요 항목이 나뉘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감성 속성인 

속성값(attribute-value)이 General-level(이하 G-level)

과 Specific-level(이하 S-level) 두 단계의 위계 구조로 

구성된다. 분류 체계의 맨 위에 패션 속성을 효과적이

고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일관성 있게 범주화한 항목

이 배치되고, 각 항목 아래의 G-level은 속성의 공통점

을 기준으로 군집된 보다 보편적이며 넓은 상위 범주

의 속성값이다. G-level의 하위 속성인 S-level은 구체

적이고 세부적인 속성값으로 이미지 인식 기술의 발

전에 따라 세분화된 속성 표현을 위한 단계이며 트렌

드의 변화나 기타 사유로 인해 새로운 속성이 필요할 

경우 추가가 가능하다(Park & Choi, 2020b). 따라서 속

성의 깊이나 포함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며 하위 단계

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속성값이 배치되어 세분화

된 속성 분류가 가능하며 속성 추가가 가능한 유연성

을 충족한다.

이론적 고찰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 감성은 

다중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기준으로 패션 상

품을 통해 드러나는 종합적인 감성을 설명하기 어려

우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항목

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정 감성을 표현하는 감성 어휘

는 다양하여 소비자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므로 하

위 레벨의 다양하고 풍부한 감성 어휘는 유사성에 따

라 상위 레벨(G-level)로의 그룹화가 필요하다. 즉 감

성 속성은 디자인 속성과 동일하게 세분화된 감성을 

태깅할 수 있는 하위 레벨(S-level)을 가진 위계적 구조

를 가진 분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Park 

and Choi(2020a)의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감성 분류 체

계의 구조를 <Fig. 1>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감성 속성 분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확보를 위한 이미지 수집과 이미지에 대한 감성 속성 

자유 기술을 진행하고, 빈도 분석과 CONCOR(CONver-

gence of iteration CORrealtion) 분석을 통해 항목을 나

누고 분류 체계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순서는 <Fig. 2>

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이미지 수집은 20~30대 여성복으로, 검

색 순위 상위의 여성복 쇼핑몰에서 10개의 복종(코트, 

재킷, 점퍼, 블라우스, 셔츠, 니트, 스커트, 바지, 원피

스, 조끼)에 대한 1,800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20~ 

30대 여성복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디테일이 많아 다

양한 감성을 포함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이

미지 수집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패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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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전공 전문가 3인이 각 디자인의 특성이 겹치지 않

게 선정하였다. 수집된 1,800개의 패션 상품 이미지에 

대하여 패션 디자인 전공 학부생 15명이 감성 속성을 

자유 기술하여 감성 메타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둘째, 자유 기술된 메타데이터는 Textom 3.0을 이용

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어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13,608개의 어휘 중 감성과 관련이 없는 어휘 및 의미 

없는 접속사, 조사, 숫자 등을 제거하고, 패션 감성 관

련 어휘만을 추출하였다. 감성 어휘 추출은 패션 디자

인 전문가 3인이 시행하였으며, bi-gram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단어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추출하여, 최종적

으로 339종류의 8,031개 어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추출된 어휘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출현빈

도 상위 80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한 문장 혹은 문단에

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통해 내용을 분

석하는 방법으로(An, 2017) 구조적 등위성에 바탕한 

분석이 주로 사용된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단어 간

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단순

한 형태로 축소하여 쉽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An, 

2017). 본 연구는 패션 감성의 주요 내용 및 범주를 파

악하기 위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과 CONCOR 분석을 

Fig. 1. Structure of emotional attributes classification.

Fig. 2. Researc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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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패션 감성 속성 체계는 

20~30대 여성복을 대상으로 Park and Choi(2020a)의 

형태 속성 분류 체계의 구조를 따라 두 단계의 계층적 

구조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CONCOR 분석을 통해 추

출된 패션 감성 항목(dimension)별로 세부 감성 단계

를 나누어 G-level로 배치하고, 각 G-level 아래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성 어휘의 속성값들(S-level)

이 포함되도록 패션 감성 분류 체계를 구성하였다. 항

목 선정 및 세부 감성 단계의 구분은 패션 디자인 전문

가 2인이 감수하였다.

넷째, 완성된 분류 체계 감성 속성값의 포괄성을 위

해 S-level에 배치된 감성 어휘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추출한 감성 어휘 및 199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의 패션 감성 및 패션 이미지 관련 선행연

구 18편 <Table 1>에서 사용된 감성어와 비교하여 보

완하였다. SNS 소비자 데이터는 메타데이터와 동일

하게 여성복 10개(재킷, 코트, 점퍼, 가디건, 니트, 블라

우스, 셔츠, 스커트, 팬츠, 원피스) 복종에 대하여 Tex-

tom 3.0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3곳(네이버, 다음, 구글)

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수집하였다. SNS 소비자 데이

터 수집은 메타데이터 수집과 동일 기간인 2017년 4월

에서 2018년 10월까지와 최근 데이터 수집을 위한 

2020년 10월에서 2021년 9월까지의 기간으로 하였으

며, ‘여성복 +복종’을 각각 검색어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복종별 감성 관련 단어를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의 속성값의 감성 어휘

와 비교하여 부족한 속성값을 추가하였다.

IV. 연구결과및고찰

1. 패션 감성 항목(Dimension)

패션 감성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분류 체계 구성의 

첫 번째 단계는 패션 감성 기술을 위한 항목의 도출이

다. 이를 위해 패션 상품의 감성 속성 자유 서술을 통해 

수집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성과 관련된 어휘들

을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1,800개의 패션 이미

지에 대해 자유 기술된 감성 메타데이터는 Textom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정제하여 1,141종류

의 어휘 13,608개를 추출하였다. ‘보기 좋다, 괜찮다’ 

등과 같은 어휘는 특정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보다 의

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용어이기 때문에(Chung & 

Rhee, 1992) 분석에서 제외했다. 추출된 어휘 중 ‘여유 

있는, 슬림한’ 등 맞음성과 관련된 단어는 형태 특성

과 관련되어 형태 분류 체계에서 실루엣 항목에 포함

되었으므로 감성 분류에서는 제외했다. 이 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339종류의 어휘 8,031개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감성 분류 체계의 구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은 체계적 감성 기술을 위한 타당한 기준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주요하게 언급한 감성

을 확인하고자 감성 어휘의 출현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출현빈도 상위 50위까지 단어는 <Table 2>와 같다. 빈

도 분석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 내에서 어휘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범주화하기 위해 

상위 80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CONCOR 분석을 하였

Researcher
Number of 

adjectives
Researcher

Number of 

adjectives

Chung and Rhee (1992) 62 Lee and Lee (2007) 50

Lee and Lee (1996) 40 Kim and Lee (2009) 42

Pack and Chung (1997) 64 An and Lee (2013) 50

Kim and Yoo (1999) 40 Oh (2015) 121

Chung (2001) 16 Hong and Kim (2016) 20

Lee and Kim (2001a) 50 Kim (2017) 79

K. H. Lee (2001) 31 Baek and Kim (2011) 32

Lee (2002) 64 Kwon (2019) 38

Kim and Lee (2004) 54 Kim (2020) 113

Table 1. Number of fashion emotional adjectives extracted from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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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원모드 대칭형 매트릭스를 도출하고, Ucinet6을 

이용하여 Cluster Diagram을 통한 구조적 등위관계를 

분석한 결과, 3차례의 군집을 통해 8개의 그룹으로 분

류되었다(Fig. 3).

각 그룹별 내용을 살펴보면, 그룹 1은 ‘캐주얼, 데일

리룩, 활동적인, 캠퍼스룩, 스포티’ 등 캐주얼과 활동

성을 중심으로 군집되었고, ‘빈티지, 에스닉, 바캉스

룩, 피크닉룩’ 등 다양한 상황과 테마를 포함하는 어

휘들도 포함되었다. 그룹 2는 ‘내추럴, 베이직, 자연스

런, 기본의’와 같이 편안한 속성, ‘이국적인, 비치웨

어, 복고풍, 드레시한’과 같은 비일상적 상황, ‘심플

한, 개성있는, 레이어드’ 등의 장식성이 함께 군집을 

이루었다. 그룹 3은 ‘매니쉬, 시크한, 도시의’ 등의 어

휘와 ‘직선적인, 군더더기 없는, 포인트 있는’과 같이 

미니멀 감성의 어휘들이 포함되어 도시적이고 시크

한 감성과 단순하고 직선적인 감성 그리고 매니쉬한 

감성이 서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룹 4의 경우 

‘실용적인, 스트릿, 힙합의, 젊은’ 등의 어휘와 ‘유니

섹스, 중성적인, 남성적인, 보이쉬’와 같이 성적 특성 

어휘들이 함께 군집되어 스트릿이나 힙합 등 주로 중

성적 감성을 표현함을 알 수 있으며, 그룹 5는 ‘데이트

룩, 하객룩, 휴양지룩’ 등의 어휘와 ‘소녀같은, 사랑스

런, 여성적인’과 같이 여성적 특성이 두드러진 어휘들

이 함께 군집되어 데이트룩이나 하객룩이 여성적 특

성이 강조되는 감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룹 6은 ‘레

트로, 동양적인’ 등의 어휘와 ‘여리여리한, 페미닌, 성

숙한’ 등의 여성적 감성 어휘들, ‘장식적인, 드레이퍼

리한’ 등의 장식적 감성이 함께 포함되어 이들이 서로 

연결된 감성임을 알 수 있다. 그룹 7에는 ‘포멀한, 클

래식, 격식있는, 고급스런’과 같은 어휘들이 분류되

었으며, 그룹 8에는 ‘현대적인’과 ‘미니멀’이 함께 포

함되어 현대적인 감성이 미니멀한 감성과 관련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그룹별 감성 내용은 주로 착장 

상황이나 패션 테마와 관련된 어휘들, 남성성, 여성성

과 같은 성적 특성이 나타나는 어휘들, 그리고 단순성 

또는 장식성과 관련된 어휘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으

며, 이들 감성 어휘 그룹은 선행연구(Kim & Lee, 2009; 

Rank Keywords

Appearance 

frequency 

(%)

Rank Keywords

Appearance 

frequency 

(%)

Rank Keywords

Appearance 

frequency 

(%)

1 Casual 749 (9.32) 18 Sporty 133 (1.66) 35 Layered 48 (0.60)

2 Comfortable 595 (7.41) 19 Chic 122 (1.52) 36 Mature 46 (0.57)

3 Ladylike 563 (7.01) 20 Luxurious 122 (1.52) 37 Clear cut 45 (0.56)

4 Daily look 461 (5.74) 21 Classic 120 (1.49) 38 Monotonous 39 (0.49)

5 Cute 443 (5.52) 22 Vacation look 114 (1.42) 39 Formal 37 (0.46)

6 Active 349 (4.35) 23 Emphatic 103 (1.28) 40 Ethnic 35 (0.44)

7 Date look 315 (3.92) 24
Wedding guest 

look
100 (1.25) 41 Gender neutral 34 (0.42)

8 Simple 292 (3.63) 25 Autumn  84 (1.05) 42 Girlish 33 (0.41)

9 Basic 275 (3.42) 26 Everyday  81 (1.01) 43 Spring 33 (0.41)

10 Natural 202 (2.51) 27 Dress-up  74 (0.92) 44  Primary 29 (0.36)

11 Unique 196 (2.44) 28 Informal  73 (0.90) 45 Utilitarian 26 (0.32)

12 Campus look 190 (2.37) 29 Picnic look  70 (0.87) 46 Mannish 26 (0.32)

13 Office look 183 (2.28) 30 Youthful  60 (0.75) 47 Winter 25 (0.31)

14 Feminine 150 (1.87) 31 Summer  58 (0.72) 48 Lean 21 (0.26)

15 Comfy 149 (1.86) 32 Delicate  58 (0.72) 49 Intellectual 20 (0.25)

16 Vintage 147 (1.83) 33 Lovely  57 (0.71) 50 Revival 20 (0.25)

17 Adorable 137 (1.71) 34 Interseasonal  52 (0.65)

Table 2. Appearance frequency analysis of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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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sults in clust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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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im, 2001b; Lee & Kim, 2003; Y.-J. Lee, 2001)

에서 패션 감성의 주요 요인이 심미성, 활동성/성숙성, 

장식성/개성, 여성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와 유사하

며, 선행연구(Chung & Rhee, 1992; Davis, 1985; For-

sythe, 1988; Rowold, 1984)에서 ‘장식성’과 ‘성성’이 

이미지 평가의 주요한 축으로 사용된 결과와도 부합

한다. 군집된 어휘들 중 계절은 생산자에 의해 미리 

태깅되어 출시되므로 분류 체계 항목에서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류 체계 항목을 ‘상황성(occasion)’, ‘성성

(gender)’, ‘장식성(embellishment)’의 세 가지로 구성

하였다. ‘상황성’은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성이나 패

션 테마 등을 포함하는 항목이며, 남성성-여성성을 기

준으로 한 감성은 ‘성성’으로, 단순성-복잡성을 기준

으로 한 감성은 ‘장식성’으로 명명하였다.

 

2. 패션 감성 G-level

분류 체계의 항목은 패션 감성을 분류하고 기술하

기 위한 기준이며 항목 아래에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감성인 G-level과 S-level의 속성값이 구성되었다. 상

황성, 성성, 장식성, 세 개의 항목에 대한 감성 단계를 

구성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추출된 전체 어

휘를 분류하였다. 분류는 패션 디자인 전문가 3인이 

작업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세 개의 항목 중 ‘상황성’은 패션 테마뿐 아니라 활

동성, 정장성, 시대성 등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

어,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감성 

단계(G-level)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류학이나 

의류 관련 업체에서 일반적인 의복 착용 상황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는 TPO(time, place, occasion)에 따

른 분류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 도출된다(Park & Rhee, 

1993). 하지만 소비자는 복잡하고 많은 상황을 단순하

게 다루려는 경향이 있고, 특정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

는 반응 패턴을 보이므로(Park & Rhee, 1995) 의복 착

용 상황들의 공통 특성에 따른 단순화, 군집화가 효율

적이다. 착용 상황의 효율적인 그룹화를 위해 의복 착

용 상황의 유형 분류 및 의복 착용 상황과 이미지 평가 

관련 선행연구(Bae & Chung, 2006; Chung, 2000; Hong 

& Kim, 2016; Park & Rhee, 1995)를 고찰하여 의복 착

용 상황에 따른 이미지 추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사

회적, 일상적-비일상적, 실내의-실외의, 비공식적-공

식적’의 4가지 차원을 설정하였다. 4가지 차원을 바탕

으로 <Table 3>의 감성 어휘를 가장 개인적이고, 일상

적이고 격식이 없는 실내복 감성, 일상적이지만 격식

을 차린 정장의 감성, 특별한 상황에서 착용하는 격식 

차린 감성 등 다양한 상황과 속성이 결합한 7개의 그

Attribute-dimension Emotional vocabulary from meta-data

Occasion

Everyday, Home wear, Easy wear, At-home dress look, Pajama party, Daily look, Informal, Campus look, 

School uniform look, Outing look, Office look, Work look, Gathering look, Date look, Blind date, Formal, 

Business look, Wedding guest look, Dress-up, Beach wear, Party look, Festival look, Club look, Travel 

wear Cozy-looking, Casual, Comfortable, Basic, Natural, Comfy, Youthful, Primary, Utilitarian, Practi-

cal, Urban, Ivy look, Preppy look, Uniform, Semi formal look, Newbie look, College student look, Suit 

style, Career woman like, Intellectual, Modern, Classic, Timeless, Conservative, Luxurious, Full-dress, 

Lively, Vivid, Cheerful, Celebrity look, Instagrammable, European style, Exotic, Hip-hop, Peasant look, 

Punky, Bohemian look, Hippie look, Country look, Western style, Ecological, Vintage, Retro, Granny 

look, Old fashioned, Ethnic, Oriental, Folklore look, Futuristic, Active, Sporty, Sports wear, Athletic, 

Athleisure look, Cheerleader look, Hearty, Dynamic, Functional

Gender

Military, Military uniform, Mannish, Work wear, Rigid, Masculine, Nomcore look, Dandy, Gender neu-

tral, Unisex, Boyish, Boyfriend look, Couple look, Tomboy, Minx, Cute, Lovely, Adorable, Pretty, Girlish, 

Princess look, Like a goddess, Sweet style, Blingbling, Bright, French mood, Romantic, Innocent, Pure, 

Whispering, Ladylike, Graceful, Sophisticated, Channel style, Feminine, Delicate, Mature, Dressy, Ele-

gant, Alluring, Fascinating, Sensual, See-through look, Glamorous, Girl crush look, Lingerie look, Rock 

chic, Daring look

Embellishment

Simple, Clear cut, Monotonous, Lean, Minimal, Tidy, Calm, Passive, Clean, Neat, Restrained, Undeco-

rated, Emphatic, Individuality, Not flat, Layered, Drapery, Unique, Unbalanced, Distinctive, Flaky, Cha-

racteristic, Complicated, Decorative, Rhythmical, Exaggerated, Avant-garde, Mix & Match, Kitsch

Table 3. Group of emotional vocabulary from meta-data according to dimension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6, 2021

– 958 –

룹으로 분류하여 G-level을 구성하고 G-level별 4가지 

차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Table 4). 4가지 차원의 강

도를 상, 중, 하의 세 단계로 나누어 네 개의 점을 연결

하여 시각화한 결과 상황성 항목의 7개 속성은 서로 다

른 그래프의 형태를 보여 G-level 속성 간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상황성’의 첫 번째 G-level(O1)은 개인적이고 일상

적이며 편한 의복으로 주로 실내 생활이나 집 근처의 

짧은 시간 외출에 적합한 감성 속성이며, 두 번째 G- 

level(O2)은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이 모두 포

G-level

(Occasion)
Attributes Characteristics of G-level

Group 1

(O1)

Cozy-looking, Comfy, Primary, Everyday, 

Home wear, Easy wear, At-home dress look, 

Pajama party, Natural

Group 2 

(O2)

Casual, Comfortable, Basic, Informal, 

Youthful, Utilitarian, Practical, Daily look, 

Outing look, Lively, Vivid, Cheerful, 

Gathering look, Date look 

Group 3

(O3)

Semi formal look, Ivy look, Newbie look, 

College student look, Preppy look, 

Campus look, School uniform look

Group 4

(O4)

Formal, Office look, Business look, Suit style, 

Career woman like, Intellectual, Conservative, 

Work look, Urban, Modern, Classic, Timeless

Group 5

(O5)

Dress-up, Luxurious, Full-dress, Blind date, 

Wedding guest look, Instagrammable

Group 6

(O6)

Exotic, Hip-hop, Peasant look, Punky, 

Bohemian look, Hippie look, Country look, 

Western style, Ecological, Vintage, Retro, 

Granny look, Old fashioned, Ethnic, Oriental, 

Folklore look, Beach wear, Party look, 

Festival look, Club look, Travel wear

Group 7

(O7)

Active, Sporty, Futuristic, Sports wear, 

Athletic, Athleisure look, Cheerleader look, 

Hearty, Dynamic, Functional

Table 4. G-level of dimension-occ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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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복합 상황에서 착용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의 캐주얼한 의복으로, 등교나 친구와의 만남 등

에 적합한 감성 속성이다. 세 번째 G-level(O3)은 온라

인 화상 회의나 과제 발표 등 O2 그룹보다 조금 더 사회

적 상황에서 착용하는 세미 포멀 혹은 세미 캐주얼로 

대표되는 감성 속성이다. 네 번째 G-level(O4)은 일상

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포멀한 착장이 요구되는 

출근복이나 비즈니스용 의복의 감성 속성이며, 다섯 

번째 G-level(O5)은 가장 성장(full-dress)한 감성으로 

결혼식과 같이 사회적이면서 비일상적 상황에서 착용

하는 럭셔리한 포멀 감성 속성이며, O4 그룹과는 일상

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여섯 번째 G-level(O6)은 비일상적 상황의 독특한 

감성으로 에스닉, 보헤미안, 펑크 등 시대성이 반영된 

감성이나 여행, 축제 등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상황

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추구되는 감성이다. 마지막 G- 

level(O7)은 복합 상황에서 착용하는 자유로운 감성으

로 ‘일상적-비일상적’, ‘실내-실외’의 기준이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O3 그룹과 유사하지만, 좀 더 

자유롭고 스포티한 감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7개의 G-level은 서로 다른 ‘상황성’의 속

성을 갖는다.

두 번째 항목인 ‘성성’은 ‘여성성-남성성’의 단일 차

원을 기준으로 감성 속성을 분류했기 때문에 그룹 간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군복 스타일과 같이 

남성성이 극대화된 G-level(G1), 남성복의 직선적인 

느낌이 드러나는 매니쉬 감성의 G-level(G2), 성성이 

모호하여 드러나지 않거나 약간의 남성성이 드러나는 

보이쉬 감성의 G-level(G3), 로맨틱하고 귀여운 여성

적 감성의 G-level(G4), 우아하고 성숙한 페미닌 감성

의 G-level(G5) 그리고 글래머러스, 걸크러쉬와 같이 

강한 여성 혹은 여성성이 극대화된 감성의 G-level(G6)

까지 6개의 감성 속성으로 분류하였다(Table 5).

세 번째 항목인 ‘장식성’은 ‘단순성-복잡성’의 단일 

차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감성 속성으로 분류하였다(Ta-

ble 6). 단순하고 절제된 미니멀한 감성인 G-level(E1), 

G-level

(Embellishment)
Attributes

Group 1 

(E1)

Simple, Clear cut, Monotonous, Lean, Minimal, Tidy, Calm, 

Passive, Clean, Neat, Restrained, Undecorated
Minimal

Maximal  

Group 2 

(E2)
Emphatic, Individuality, Unbalanced, Distinctive, Characteristic

Group 3

(E3)

Complicated, Decorative, Rhythmical, Exaggerated, 

Avant-garde, Mix & Match, Kitsch

Table 6. G-level of dimension-embellishment

G-level

(Gender)
Attributes

Group 1 

(G1)
Military, Military uniform, Work wear, Rigid 

Mannish

Feminine  

Group 2 

(G2)
Mannish, Masculine, Normcore look, Dandy

Group 3 

(G3)
Gender neutral, Unisex, Boyish, Boyfriend look, Tomboy, Minx

Group 4 

(G4)

Cute, Lovely, Adorable, Pretty, Girlish, Princess look, Like a goddess, 

Sweet style, Pure, Bling bling, Bright, French mood, Romantic, 

Innocent, Whispering, Delicate

Group 5 

(G5)

Ladylike, Graceful, Sophisticated, Chanel style, Feminine, Chic, 

Mature, Graceful, Dressy, Elegant

Group 6 

(G6)

Alluring, Fascinating, Sensual, See-through look, Glamorous, 

Girl crush look, Lingerie look, Rock chic, Daring look

Table 5. G-level of dimension-gender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6, 2021

– 960 –

디자인 요소로 포인트를 주어 약간의 장식적 요소가 

가미된 감성인 G-level(E2), 풍부한 장식이나 반복적 

디테일,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믹스된 맥시멀 감성

의 G-level(E3)로 빠르고 직관적인 속성 분류와 태깅

이 가능하도록 단계를 구분하였다. 감성 기술 항목의 

지나친 세분화는 오히려 태깅 작업자에 따른 일관성

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최소한의 세

분화를 꾀하였다.

세 가지 항목에 따른 G-level의 감성 단계는 복합적

인 의복의 감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자

유롭고 편한(O1), 중성적인(G3), 장식이 없는(E1) 티

셔츠’와 같이 패션 감성은 ‘상황성’을 기본으로 ‘성성’

과 ‘장식성’의 감성 속성을 더하여 상황성만으로 충분

하게 표현하지 못한 패션 감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 방

법은 양극 척도 평가보다 감성 태깅과 주석에 더욱 효

율적이며, 항목별 여러 단계의 G-level로 감성을 세분

화하여 태깅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감성 표현이 

가능하다.

 

3. 패션 감성 S-level 및 분류 체계

패션 감성 분류 체계는 감성의 태깅이나 주석 등 감

성 속성의 기술을 위한 세 개의 항목과 두 단계 속성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었다. G-level의 감성 속성으로 포

괄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 있고, 이미지 인식 기술의 발

전으로 이미지를 더 정교하게 디텍트(detect)할 수 있

는 경우에는 S-level의 속성값까지 기술하여 더 정교

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패션 감성 분류 체계는 주관

적인 감성에 관한 기술이기 때문에 감성 간 구분이 가

능하면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 가능한 G-lev-

el 단계의 분류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패션 감성을 기

술하기 위해서는 S-level의 감성 속성값이 최대한 다

양한 감성 어휘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분류 체계의 패션 감성 속성이 충분히 다양한 

감성을 포함하도록 선행연구 및 SNS상의 소비자 데이

터를 추가로 분석하여 감성 어휘를 보완하여 완성된 

분류 체계는 <Fig. 4>와 같다. 1990년 이후부터 2021년

까지 패션 감성 및 패션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18편

<Table 1>에 사용된 형용사의 종류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게는 16개에서 최대 121개의 형용사가 사용되

어 정량적으로는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에 더 풍부한 

형용사(339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패션 감성 어휘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어휘들이 

선정되어 사용되었다. 양극 척도 평가용 형용사쌍은 

부정적인 형용사가 반대축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비자가 패션을 통해 부정적인 감성을 추구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적인 형용사는 비

교 형용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 외에 ‘건강한, 창

의적인, 예술적인’ 등과 같이 패션 감성 어휘로 개념

이 모호하거나 선행연구와 전문서적 등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도 일부 제외했다. 이러한 과

정으로 본 연구에서 추출한 감성 어휘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감성 어휘는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으

며, 전원적인(idyllic), 보수적인(conventional), 세련된

(refined), 고상한(lofty), 특이한(peculiar), 팬시한(fan-

cy) 등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15개의 감성 어휘

를 분류 체계의 S-level 속성값에 추가하였다. 추가된 

감성 어휘는 <Fig. 4>의 S-level 어휘 앞에 #을 붙여 표

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감성 어휘가 SNS에서 

사용되는 소비자 언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NS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메타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하여 메

타데이터 수집과 동일 기간인 2017년 4월에서 2018년 

10월까지의 데이터와 감성어의 시기적 변화를 반영

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서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SNS 데이터에서 추출된 감성 어휘는 

총 138종류이고 시기별 감성어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

았다. 추출된 감성어 대부분이 본 연구의 메타데이터

에 포함되었으나, 공항패션룩, 아메카지룩, 헐리우드

룩, 꾸안꾸 등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거나 학문

적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감성 어휘들이 일부 추출되

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SNS 데이터의 특성으로 시

대적,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패션 감성 변

화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19개의 감성 어휘를 분류 체

계의 S-level 속성값에 추가하였으며 어휘 앞에 *을 붙

여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패션 감성 분류 체

계는 소비자의 패션 감성 변화와 관련하여 S-level의 

속성값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범위의 확장된 연구를 통해 감성 어휘를 추가

할 수 있다.

 

V. 결   론 

개인화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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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션 

분야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보다 세분화된 패션 상품의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패션 상품의 물리적인 

속성뿐 아니라 속성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패션 감성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은 패션 상품의 

디자인 속성 및 패션 감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를 수

행하게 되므로 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축적은 패

션 분야 연구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는 패션 이미지의 속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태깅하

고 표준화된 속성 체계를 적용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본 연구는 패션 분야의 기계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

이터 구축의 기초단계인 패션 상품의 속성 분류 체계 

중 감성 속성 분류 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소비자가 기술한 패션 상품 이미지에 대한 메

*: added attributes by SNS data

#: added attributes by previous studies

Fig. 4. The attribute classification system of fashion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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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성 속성의 항목을 선정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감성 단계를 구분하여 

G-level의 감성 속성을 구성하였다. CONCOR 분석을 

통해 감성 속성 체계는 ‘상황성’, ‘성성’, ‘장식성’의 세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감성적 차이가 

구분될 수 있도록 감성 속성(G-level)을 배치하였다. 

‘상황성’은 ‘개인적-사회적, 일상적-비일상적, 실내의

-실외의, 비공식적-공식적’의 4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7개의 G-level로 분류하였고, ‘성성’은 ‘여성성-남성

성’의 단일 차원을 기준으로 6개의 G-level로, ‘장식

성’은 ‘단순성-복잡성’의 단일 차원을 기준으로 3개의 

G-level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G-level 감성 속성 하위

의 S-level 속성값으로 메타데이터에서 추출한 감성 

어휘들을 배치하여 속성 체계를 완성하였다. S-level

의 속성값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감성 어휘, SNS의 

감성 어휘와 비교하고 보완하여 풍부한 감성 어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감성 분류 체계는 기존에 찾아

보기 어려웠던 패션 감성 분류 체계를 구조화한 것으

로, 소비자의 메타데이터와 패션 전문지식을 결합하

여 구성되어 보편성과 전문성을 충족하며, 계층 구조

로 구성되어 기계학습에 적합하며, 하위 S-level의 세

분화된 감성 어휘는 소비자의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S-level의 속성은 소비자 감성 변화에 따른 새로

운 감성 어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므로 일

정한 주기를 가지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지속적인 활용

이 가능하며 감성 변화의 주기와 관련된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속성 분류의 체계화는 패션 상품의 태깅이나 주석 

작업에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얻어지는 대규모 패션 메타데이터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각기 다른 분류 체계

를 적용하고 있는 자동 태깅 솔루션을 포함한 패션 이

미지의 태깅 작업에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여 태깅의 

정확도와 검색 엔진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세분화된 디자인 속성과 감성 속성은 패

션 상품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키워드이므로 정확하고 

풍부한 메타데이터는 소비자와 소비자가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여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 및 비즈니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패션 이미지 수집이 20~30대 여성복을 중

심으로 진행되어 추후 연령별 및 복종별 분석을 추가

하여 분류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더 풍부한 패

션 데이터 확보를 위해, 패션의 중요한 연출 요소 중 하

나인 액세서리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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