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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이를 인식하여 상품을 찾아주는 정보전달 방식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원

하는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림 그리기가 가능하고, 개인의 “공감”, “신뢰”를 실현하는 공간과 개인

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정보성 검색으로 쇼핑몰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문 내에서는 고객이 직접 찾는 디자인을 간단히 

그리면 비슷한 그림의 상품이 나오게 되는 공간을 제작, 상품이 나오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구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워드: 쇼핑몰(Shopping mall), 검색(Search), 그림(Picture), 이미지(Image)

I. 서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을 때나 상점 안에 

전시되어 있는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아! 저옷 

예쁘다.“ , ”저 옷 사고 싶다.“ 라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런 욕

구가 생기면  같거나 유사한 옷을 구하려고 상점으로 가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검색으로 쇼핑몰에서 구

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쇼핑몰 검색 

시 쇼핑몰에는 방대한 정보의 옷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에 들었던 옷을 

연상해서 이미지를 그림판 기능을 이용해 그리게 되며 이를 보유

한 쇼핑몰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II. 관련연구

최신 쇼핑몰 경향은 고객입장에서 손쉽게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이트이다.[1] 따라서 쇼핑몰의 UI를 보다 

쉽고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패닉닷컴이나 리아

샵의 경우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손쉽게 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각자의 취향을 살려 물건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바이

셀러 쇼핑몰로 많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카페프레스와 재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의 쇼핑몰 중에서 이미지를 직접 

그리고, 이를 이용한 상품 검색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거의 찾아보

기 힘들다. 쇼핑몰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사이트로는 ‘retriever’와 

‘TinEye’가 있다. ‘retriever’와 ‘TinEye’[2]는 유사 이미지를 찾아

주지만, 상품에 대한 검색은 할 수 없다. 또한 비주얼 검색을 하는 

"like.com"[3]이라는 쇼핑몰이 있으나, 이는 상품 사진을 이용한 

검색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린 이미지에 기반한 상품 검색으로 

보다 사용자 취향의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 판매자의추천, 
제휴 사이트와 연동해주는 사이트가 필요하다.

 

사이트 이름 검색 기능

Tin Eye 이미지 검색

retriever 그림판 기능, 이미지 검색

Like.com 상품 이미지를 통한 유사상품검색

본 연구 그림판 기능, 상품검색, 타 사이트와 연계

표 1 이미지 검색 사이트 비교 

III. 본론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으며, 크게 그림 

지원 기능, 그림 변환 기능, 쇼핑몰 지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지원 기능은 사용자로부터 그림판을 통해 이미지를 얻게 되

는 부분이다. 그림 변환 기능은 얻어진 이미지로부터 상품 검색을 

위한 그림을 인식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해당 이미지를 포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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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지원을 위한 쇼핑몰 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최종 목표로 얻게 될 구현 사이트의 예상화면은 다음과 같다. 
상품의 특정이미지를 그림을 그리는 부분으로,  윈도우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 “그림판”처럼 펜의 굵기와 색, 지우기 기능을 사

용하여 친근함을 강조하였고, 화면 밑에는 지금까지 사용자가 상

품을 검색하였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 예상화면

상품의 검색결과가 나오는 [그림2]에서는 입력받은 그림을 인식

하여 상품을 보여주고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쇼핑몰 사이트로 연

결되도록 구현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좀 더 쉽고 재밌게 검색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으로 쇼핑몰 사이트

를 구성하고자 한다. 어느 누구나 손쉽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웹의 편리성을 즐기며, 상품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 기업 중심

에서 기업과 소비자 중심으로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할 것이

며, 두 번째, 4대매체(TV,라디오,신문,잡지)광고에서 검색광고로 

발전할 것이다. 세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검색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며 네 번째, 개인기업 중심에서 기업 연동 형태로 발전

할 것이다. 나아가 상품을 촬영해 업로드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여 즉시 핸드폰을 사용하여 검

색을 하고,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온라인상에게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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