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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공지능(AI)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적

용되면서 급격히 진화하였다(Nikkei Top Leader & Ni-

kkei Big Data, 2017/2018). 이미지를 통한 사물 인식

에 딥러닝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Park 

& Yong, 2016) 패션과 같은 디자인 기반의 상품에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형태와 색상 등이 유사한 상

품을 온라인에서 검색하거나 추천하는 서비스가 제

공되고, 빅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니즈와 취향의 분

석으로 좀 더 개인화된 패션 상품 추천도 이루어지

고 있다. 최근에는 AI 코디네이터가 사용자의 요구

를 바탕으로 적절한 코디 셋을 제시하는 인터렉션 

기반 패션 코디네이션 시스템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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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t al., 2019).

개인화된 패션 상품 추천 서비스나 AI 패션 코디

네이터는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개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패션 제품의 속성 

정보를 매칭하여 결과를 제공한다. 이때, 사용자의 

요구와 제품 속성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패션 

제품의 브랜드나 가격 등의 마케팅 속성뿐 아니라 

패션 제품이 가진 속성 정보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패션의 특정한 속성을 기반으로 패션 아이템을 찾고

자 할 때, 인공지능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패션 제품의 속성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속성의 분류와 속성에 

사용된 속성값의 지정은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을 찾

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좋은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속성의 패션 아이템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필수적이다(Jo et al., 

2018; Kim, 2010; Lim, 2004; Wong, 2018).

패션 아이템의 속성은 형태, 소재, 색채, 감성 등으

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트렌드에 따른 변화도 빨라

서 속성의 정확한 인식과 기계학습이 쉽지 않다. 패

션 아이템의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속성 데이터

는 일관성 있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

이어야 하며, 이는 전문적인 패션 지식에 기초한 체

계적인 속성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패션 

아이템 속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인공지능에 의한 패션 제품의 추천 및 코

디네이션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패션 아이템 

속성에 대해 AI가 학습 가능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

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션 아이템의 이미지는 크게 형태와 표면의 속성

으로 나뉠 수 있다. Park and Choi(2019)는 패션 아이

템의 형태 속성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형태 분류 체계의 후속연구로 표면 특성인 

색채와 소재 특성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형태는 누

구나 동일하게 느끼고 판단하는 항상성이 있어 표준

화가 비교적 용이하나 색채와 소재 특성으로 드러나

는 표면 특성은 표준화하기 까다로운 정성적인 영향

력이 큰 디자인 요소이다(Arnheim, 2004).

본 연구는 패션 아이템 이미지의 색채와 소재에 

대한 속성 체계를 제안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집

된 패션 아이템의 자유 서술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

여 색채와 소재의 속성 체계를 구성하고 이 체계를 

실제 데이터 레이블(label)에 적용하여 체계의 실제

적인 유용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체

계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

비자가 패션 아이템 이미지의 색채와 소재에 대해 

자유 기술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이썬 프로그

램으로 메타데이터의 단어를 추출한 뒤, 빈도분석을 

통해 색채와 소재의 속성 기술을 위한 주요 항목(di-

mension)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항목을 바탕으

로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각 항목별 세부 속성의 위

계관계를 구성하여 패션 아이템 색채와 소재의 속성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 체계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속성 기술의 주요 기준을 설

정하였다.

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데이터 서술을 

위한 패션 아이템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검색 순위가 높은 20~30대 여성 쇼핑몰로

부터 10개의 아이템(코트, 재킷, 점퍼, 블라우스, 셔

츠, 니트, 스커트, 바지, 원피스, 조끼)에 대한 이미지

를 수집하였다. 패션 아이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속성

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속성이 중복되지 않게 아이

템을 선정하고자 트렌드에 민감하고 디테일이 많이 

사용된 20~30대 여성복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패

션 아이템 이미지는 패션 디자인 전공 전문가 3인이 

각 디자인 특성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각 200개씩 총 

2,000개를 수집하였으며, 네이버 트랜드의 검색 순

위 상위권에 속하는 스타일난다, 임블리, 난닝구, 육

육걸즈, 앙투 등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패션 아이

템은 동일기간에 패션 디자인 전공 학부학생 15명이 

색채, 소재 특성을 각각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패션 

아이템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소비자가 어떤 속성을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속성을 자유롭게 기술

하도록 하였다.

둘째, 파이썬을 이용하여 자유 기술된 메타데이터

에서 어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어휘 중 속성과 관련

이 없는 접속사, 조사, 숫자 등을 제거하여 색채 속성 

관련 텍스트 15,367개, 소재 속성 관련 텍스트 28,275개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추출된 어휘의 빈도수를 조

사하고 동일 특성을 묶어 항목으로 나누고 분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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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기본 틀을 구성하였다.

셋째, 수집된 패션 아이템 이미지는 패션 디자인이 

표현 가능한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색채와 소재에 관련된 패션 전문서적 및 연구를 참

고하여 색채와 소재의 속성 분류 체계를 두 단계로

(G-level, S-level) 구성하여 패션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속성을 포함하도록 체계화하였다. G-level

은 상위 범주, S-level은 하위 범주로 S-level은 유행에 

따라 추가되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다.

넷째, 구성된 분류 체계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

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패션 아이템 이

미지 1,600개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를 분류 체계에 

따라 속성 관련 메타데이터를 기술하였다. 속성 기

술은 패션 디자인 전공 학생 3명이 분류 체계를 숙지

하고 그에 따라 기술하였다. 이후 패션 전공 전문가 

2인이 1,600개 이미지와 기술된 내용을 확인하여 동

일한 이미지에 대해 속성의 서술 차이가 큰 항목을 

추출하고 이미지 속성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 위

한 시각적 기준을 정리하였다.

III. 이론적고찰

1. 패션 AI 연구 및 산업적 활용 현황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이 비정형 데이터인 영상 

인식 분야에 적용되어 이미지 검색, 객체 분류, 영상 

설명, 사람 분석 및 식별 등 컴퓨터 비전에서 광범위

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 

분야에도 의류 인식, 의류 검색, 자동 상품 추천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옷의 종류, 소매, 패턴 등 의복 

속성 학습을 통해 소비자 사진에서 의복을 자동 검색

하는 연구(Wang & Zhang, 2011)부터 온라인 제품 이

미지와 같은 통제된 상황의 이미지가 아닌 런웨이

(runway)의 의류 이미지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움직

임이 있는 이미지로부터 브랜드나 스타일을 검색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의 연구(Seo & Shin, 2018a) 등 이

미지를 이용한 의복의 인식과 검색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품의 검색뿐 아니라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식을 성장시

키는 구조를 가진 AI 패션 코디네이터까지 연구되고 

있다. AI 패션 코디네이터는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패션을 착용할 TPO

(time, place, occasion)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패션 아이템의 조합을 생성한다(Song et 

al., 2019).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은 특정한 

색상, 소재, 디테일 등의 디자인 속성을 학습하고 지

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한한 온라인 공간에서 

유사한 패션 상품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다는 점

에서 사용자 패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An et al., 2019). 실제로 패션 산업 분야

는 디자인을 위한 영감과 기획,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구글은 2016년에 ‘잘란도(Zalando)’와 함

께 인공지능 의류 제작 서비스인 ‘프로젝트 뮤제(Pro-

ject Muze)’를 선보였으며, 2017년에 에이치앤엠(H&

M)의 디지털 패션 업체인 아이비레벨(Ivyrevel)과 함

께 개인 맞춤형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인공지능 앱 

‘코디드 쿠튀르(Coded Couture)’를 개발하여 인플루

언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다(Jung & Kim, 2019).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도 아이비엠(IBM)의 인

공지능을 디자인 과정에 적용하는 등 국내외에서 패

션 디자인의 기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례가 이

어지고 있다(Lee, 2018). AI 기술을 기반으로 직조기

와 통합된 “WiseEye”는 지능형 직물 결함 감지 시스

템으로 다양한 구조의 단색 직물에서 결함을 실시간

으로 자동 측정하여 직물 생산에 효율을 높일 수 있

다(Wong, 2018). 에딧티드(Edited)나 스타일루미아

(Stylumnia)는 유통 업체나 리테일 업체에 인공지능 

데이터에 의한 상품 구색, 가격, 프로모션, 상품 판매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Kim & Lee, 2018).

인공지능은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패션 제품의 

오프라인 매장에도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홍콩 폴리텍 대학에서 

열린 2018 AIFT(Artificial Intelligence on Fashion and 

Textile)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Fashion AI 컨셉 스토어가 오픈되었다. Fashion AI 스

토어는 얼굴 인식으로 사용자를 식별하고, 옷, 신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미러(smart mirror)

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오바오(Taobao)와 

연계하여 기존 구매 내역과 취향을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거나 스타일링을 제안한다(Bhardwaj, 2018). 

패션 산업에서 인공지능은 디자인 협업부터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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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이나 코디네이션 등의 개인화 서비스까지 다양

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데이터를 분석하

거나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패션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는 비정

형 데이터인 이미지의 시각 속성 인식 기술과 함께 

이미지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2. 패션 아이템 이미지의 속성 분류

이미지는 형태적 속성, 내용적 속성, 의미적인 속

성 등 다층적 속성을 가지며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이미지의 복합적인 속성에 대한 검색 우선순위

와 색인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Lee & Chang, 2018). 

기계학습을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

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계가 이미지를 인식하여 

태그를 부여하고 분류 및 검색하는 등 자동 방식의 

태깅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Lee & Chang, 2018). 

딥러닝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인공신경망 알고리

즘을 발전시켜 만든 기술로(Park, 2019) 이미지에 대

한 속성을 신경망에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는 사전에 샘플 이미지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

고, 그 속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타나는가를 구체

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Jeong et al., 2017).

모든 상품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가 존재하며,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한다(Jang & Chun, 2007). 

특히, 의류 품목은 속성이 복잡하고 많은 분야로 세

분화된 분류가 요구되지만, 의류는 늘어나거나 접히

는 등 형태가 쉽게 변형될 수 있으며, 수많은 카테고

리가 있어서 양질의 충분한 이미지 데이터 셋을 수

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Seo & Shin, 2018b). 패션 이

미지에 달린 레이블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

을 담당하며 패션 관련 AI 연구에서도 다량의 주석

을 보유한 이미지 데이터 셋은 필수적 조건이지만, 

속성을 기반으로 제품을 올바르게 레이블링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홍콩 중문 대학에서 구

축한 80만 장 이상의 의류 이미지와 태깅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데이터 셋인 Deep-Fashion은 50개

의 세분화된 카테고리와 1,000개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Liu et al., 2016) 의류 상품의 속성을 인공신경

망에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셋으로 이용되고 있

다. Deep-Fashion은 다량의 이미지와 속성 주석이 포

함되어 있으나 주요 속성 항목이 Texture, Fabric, Sh-

ape, Part, Style의 5가지로 분류되어 주요 속성인 색

채(color)가 빠져있으며 항목 간 구분이 다소 모호하

다. 최근에는 홍콩 폴리텍 대학과 ITC, 그리고 알리

바바가 2018 AIFT 컨퍼런스에서 계층적 속성 트리

를 가진 “FashionAI Dataset”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AI 

challenge를 위해 공개했다. “FashionAI Dataset”은 잘 

훈련된 주석자에 의해 분류되었고, 패션 전문가가 이

중으로 라벨을 확인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속성 트리에는 상의 아이템의 세 

가지 항목(네크, 슬리브, 바디)과 하의 아이템의 두 

가지 항목(스커트와 팬츠)만으로 구성되어 패션 아

이템의 전체 속성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Park and Yong(2016)의 연구는 이미지를 정밀하게 

분류하기 위해 3단계 계층 구조 모델의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상위의 속성 항목들로 먼저 분류를 한 후

에 분류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위 항목들을 분류하도

록 한 모델이다. Patki and Suresha(2016)는 의류를 대

상으로 색상, 디자인, 소매 길이 등의 속성을 색상 11가

지, 패턴 5가지와 스카프 및 칼라 식별을 포함하여 

23가지로 클래스를 만들어 의류 이미지의 속성을 정

밀하게 분류하고자 하였다. Seo and Shin(2018b)은 

1,392개의 의류 이미지를 수집하여 카테고리, 의복

의 부분 그리고 디자인의 3단계로 속성을 세분화하

고 24개의 클래스로 의류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선

행연구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속성을 가진 의류를 세

밀하게 분류하고 정확히 레이블을 붙이기 위해서 의

류의 속성을 여러 단계의 계층을 가진 체계를 적용

하여 이미지를 분류하였으며, “FashionAI Dataset”과 

같은 속성 체계를 가진 데이터 셋도 개발되었다. 그

러나 각각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속성 체계를 이

용해 연구가 진행되어 후속연구에서 일관되게 적용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AIFT의 “FashionAI Dataset”

도 의류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광범위

하게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3. 분류 체계

분류란 여러 가지 사물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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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경계를 인식하는 활동이다. 분

류를 통해 사물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정보를 조

직하여 막연히 아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전체를 

골고루 빠짐없이 알게 하며, 사물의 특성을 빠르게 

판단하도록 해준다(Jang & Chun, 2007). 분류 체계는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분류 

체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품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경험과 시간, 노력이 필요

하다. 따라서 분류 체계를 생성하는 작업은 상품 및 

분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다(Jang & Chun, 2007).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기술

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정보의 분류 체계나 

딥러닝을 이용한 자동 분류 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Jang & Chun, 2007; Jeong et al., 

2017; Kim et al., 2011; Lim, 2004; Shin & Kim, 2018).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단순히 상품 속성의 명칭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이나 마이닝 기법 등, 유사도 

기반 검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속성은 상

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아

야하며, 수작업에 의한 분류 체계를 생성한다고 하

더라도, 상품의 속성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Jang & 

Chun, 2007).

분류 체계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자료의 이용효과

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정렬로, 패션 아이템의 속성 

분류는 명확성, 영속성, 배타성, 일관성, 포괄성, 유

연성 등 분류 체계 범주 구분의 특성(Kim, 2000)을 충

족하고,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의 특성인 순차적이고 

단계적 학습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쉬운 단계로부터 세부적이고 복잡한 단계까지 학습

이 가능하도록 구분 원리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취

하도록 구성해야한다. Park and Choi(2019)에 의해 제

안된 패션 아이템의 형태 속성 분류 체계는 각각의 

의류 카테고리에 속성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항목 아래 두 단계의 계층 구조로 실제로는 

3단계의 속성 체계 효과를 갖는다. 각 의류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은 소비자가 패션 아이템에 대해 

기술한 메타데이터와 패션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하

여 구성되어 전문성을 충족하였으며, 항목 아래 속

성은 General-level과 Specific-level의 두 단계로 구성

되었다. G-level(General-level)은 속성의 공통점을 기

준으로 그루핑된 것으로 좀 더 보편적이며 S-level(Spe-

cific-level)보다 넓은 상위 범주의 분류인 반면, 하위 

범주인 S-level은 속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

로 분류한 것으로 정교한 이미지 인식 기술을 요구하

는 단계이며 트렌드의 변화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

해 세부 속성 차원에 추가 속성이 생길 경우, S-level 

수준에 속성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충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rk and Choi(2019)의 형태 

속성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색채와 소재 속성 분류 

체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및고찰

1. 색채 및 소재 메타데이터 분석

색채와 소재는 의복을 구성하는 원단에서 드러나

는 특성이기 때문에 색채와 소재의 속성 체계 구성

에서 중요한 문제는 각 속성 항목을 합리적으로 구

성하여 색채와 소재의 특성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

로 표현되고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자유 기술된 메타데이터

의 주요 단어를 분석하여 소비자가 의복의 색채와 

소재에 대해 어떤 속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였다.

자유 기술된 메타데이터에서 파이썬을 이용하여 

단어를 추출하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색채 특성 관

련 텍스트는 총 900종류의 단어 24,515개가 수집되

었으며 소재 특성 관련 텍스트는 총 899종류의 단어 

38,616개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단어들에서 구두점

과 숫자를 제거하고, 의미를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접속사 등의 기능어, 의미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였고,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통합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한글과 외래어 표기는 동일단어로 통합

하였다. 출현 빈도분석을 위해 단어들을 정제한 결

과 색채는 총 15,367개, 소재는 총 28,275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상위 10위까지의 빈도분석 결과를 <Ta-

ble 1>에 정리하였다. 의복은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

을 가진 상품으로 색채와 소재에 대해 기술한 메타

데이터도 다양한 속성이 모두 기술되었기 때문에 

1% 미만의 빈도를 보이는 단어가 대부분이었으므

로 1%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단어들 중 상위 10위까

지의 속성을 중심으로 색채와 소재의 주요 속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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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색채 특성을 기술한 

메타데이터에서 추출된 단어 중 ‘색상’과 ‘톤’이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뒤를 잇는 단어는 ‘단색’과 

‘배색’이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는 모두 

‘색상’ 항목으로 묶일 수 있는 단어들이다. ‘스트라

이프’는 무늬의 종류로 색채와 소재의 두 요소 모두

에 관련되는 항목이며, ‘배경’은 무늬가 있는 경우, 

보다 넓은 부분을 배경으로 인식하여 바탕색과 무늬

의 배색 관계를 서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메타데이터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분석에 

의하면 소비자가 색채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는 주요 

속성은 색상, 톤, 배색, 무늬 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복식의 색채를 표현할 때에도 이러

한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해야함을 보여준다.

소재 특성을 기술한 메타데이터에서 추출된 단어 

중에서는 ‘신축성, 비침, 두께, 가벼움, 부드러움’ 등 

소재의 물성과 관련된 단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였으며, 다음으로는 ‘면, 폴리에스터’ 등 직물의 원료

인 재질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조직’은 소재의 구조

를 나타내는 단어로 평직, 트윌직 등 직조와 같은 의

미로 볼 수 있는 단어이다. 소재의 물성은 실루엣 표

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재의 속성에 따라 가

격, 연령, 아이템, 용도가 정해지기도 한다(Lee, 2012). 

소재는 물성이나 조직에 따라 착장 시 인체와 상응

하여 다양한 태를 형성하며, 비침, 가벼움, 부드러움 

등의 소재 특성은 의복에서 지각되는 감성에도 영향

을 준다. 또한, 면, 모, 폴리에스터 등의 재질에 관련

된 정보는 소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다. 그러

므로 소비자는 소재의 속성 중 태나 감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물성, 조직 그리고 기본적인 재질에 

대한 정보를 인식함을 알 수 있으며 소재의 속성 체

계 항목 구성에 이러한 속성 항목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의복의 색채 속성 항목 및 분류 체계 구성

앞 절에서 의복의 색채 특성을 체계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메타데이터에서 빈도가 높게 언급된 

Rank Word Appearance frequency (%) Attribute-dimension

Color

1 Hue 1,872 (12.18) Hue

2 Tone 0,692 (04.50) Tone

3 Black 0,669 (04.35) Hue

4 White 0,667 (04.34) Hue

5 Solid 0,340 (02.21) Color combination 

6 Color combination 0,336 (02.18) Color combination 

7 Stripe 0,300 (01.95) Pattern

8 Gray 0,265 (01.72) Hue

9 Beige 0,240 (01.56) Hue

10 Background 0,239 (01.55) Color position

Texture

1 Elasticity 1,551 (04.93) Physical property

2 Transparency 1,368 (04.34) Physical property

3 Fabric 0,848 (02.69) Texture material 

4 Cotton 0,794 (02.52) Texture material 

5 Polyester 0,772 (02.45) Texture material 

6 Thick 0,756 (02.40) Physical property

7 Thin 0,518 (01.64) Physical property

8 Weave 0,356 (01.13) Texture structure

9 Light 0,344 (01.09) Physical property

10 Soft 0,330 (01.04) Physical property

Table 1. Appearance frequency analysis of meta-data and attribute-dimension of color &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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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추출하여 색채 특성 표현을 위해 주요하게 

여겨지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색채 메타데이터로부

터 얻은 주요 항목은 색상, 톤, 배색, 무늬, 위치이며 

각 항목 아래 배치될 속성값을 Park and Choi(2019)의 

속성 체계에서 제시된 두 단계의 속성 단계로 위계

화하기 위해서 먼저 색채 메타데이터에 기술된 모든 

속성을 색상, 톤, 배색, 무늬, 위치의 항목으로 나누어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의복은 복잡하고 다양

한 속성을 가진 상품으로 항목 아래 포함되는 속성

값들은 출현 빈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선별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속성값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포함하

여 속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항목 아래 속성값은 메타데이터에 언급된 내

용을 포함시켰다.

메타데이터에 나타난 속성값들을 항목별로 배열

하면 <Table 2>와 같다. 이들을 두 단계의 계층 구조

를 만들기 위해 속성값들 간의 유사성과 공통점에 따

라 그룹화하였다. 이렇게 유사성과 공통점에 따라 

묶여진 그룹이 G-level을 이루고 개별 속성값들은 관

련된 G-level의 각 그룹 아래 배치되며 이들이 S-level

이 된다. 연구에 사용된 메타데이터는 20~30대 여성 

대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택된 의복들에 대해 기

술된 내용임으로 각 항목 아래 속성값 중에는 의복

의 색채 표현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패션 전문가 

3인이 감수하여 빠지거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의

복의 색채 속성 체계를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색채 속성 체계는 컬러 위치, 색상, 톤, 배색

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메타데이터에서 추

출된 항목 중 무늬는 색채와 소재 메타데이터 모두

에서 기술되었으나 무늬의 생성이 주로 원단의 직조

나, 편직 또는 프린트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

하여 무늬를 소재 속성 체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무늬의 종류나 특성은 소재 속성 체계에서 기술하며, 

무늬에 의한 배색 관계는 색채에서 기술한다. 각 항

목별 속성값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치 

Attribute-dimension Attribute contents extracted from meta-data Grouping of attributes

Hue

Color, Hue / White, Off white, Gray, Charcoal, Black, Silver / Ivory, Oatmeal, 

Yellow, Mustard, Gold / Pink, Indie pink, Cherry pink, Peach, Lavender, 

Purple orange, Crimson, Red, Wine, Burgundy / Beige, Brown, Camel, Ocher, 

Dark brown, Cocoa / Mint, Green, Khaki, Olive / Light blue, Sky blue, Blue, 

Deep blue, Navy, Denim, Dark blue / Metal, Melange, Fluorescent

Neutral color group

Yellow color group

Red color group

Brown color group

Green color group

Blue color group

Metal color group 

Neon color group

Tone

Tone, Chroma, Value / Monotone, Light value, Medium value, Dark value / 

Low chroma, Medium chroma, High chroma / Pale tone, Pastel tone, Soft 

tone, Light tone / Bright tone, Vivid tone, Strong tone / Grayish tone, Warm 

tone, Dull tone / Deep tone, Dark tone

Light tone

Bright tone

Greyish tone

Dark tone

Color combination
Solid, Background color / Color combination, Color arrangement, Color 

scheme / Tone-on-tone, Gradation, Repeat / Harmony, Contrast, Point

Solid

Color combination

Harmony color 

Contrast color 

Point color 

Pattern

Pattern, Printing, Embroidery, Stitch / Stripe / Dots, Geometric, Polygonal, 

Argyle (Diamond) / Check, Glen check, Tartan check, Madras, Gingham 

check, Shepherd check, Lattice check, Hound-tooth check / Herringbone, 

Tweed / Flower, Floral, Natural, Leaves, Leaf, Paisley, Palm trees / Leopard / 

Vintage, Ethnic, Nordic / Lettering, Logos, Alphabets / Military / Hearts

Pattern

Geometric pattern

Stripe pattern

Check pattern

Natural pattern

Ethnic pattern

Logo pattern

Symbolic pattern

Color position

Whole, Part / Body, Top, Bottom, Skirts / Neckline, Waist, Waist lines, Sleeve, 

Hem, Hood / Pockets, Straps, Buttons / Front, Left, Center, Side, End / 

Horizontal

Body part

Clothing part

Direction

Table 2. Attribute contents for each attribute-dimension of color from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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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크게 ‘상의’, ‘하의’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부

분적으로 배색이 있는 경우에 부분 배색의 위치와 

방향 등을 기술하기 위한 ‘색상 방향’까지 3개의 속

성값을 G-level에 배치하였다. ‘상의’의 S-level 속성

값에는 허리선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긴 재킷의 경

우 허리선 부분에 배색이 있을 경우 하의 허리 위치

가 아니고 상의 허리 위치로 표기하기 위함이다.

색상 속성값의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색상이 

가지는 감성적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면서 기계적 인

식에서 보편적인 공통점이 파악 가능하도록 그룹화

된 G-level의 합리적 구성이다. 이를 위해 색상을 먼

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하였으며, 유채색은 먼

셀의 색 체계에 기초하여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의 5가지 기본색 그룹과 오렌지와 브라운의 두 

가지 색상 그룹을 추가하여 8개의 색상 그룹을 G-le-

vel에 배치하였다. 2015년에 개정된 KS 색명 표기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에 따르면 주황의 영문명이 Orange에서 Yellow 

Red로 변경되었다. 이는 Orange가 Yellow와 Red의 혼

합색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먼셀의 색 

공간에 분포된 기본 색의 영역 중 주황색의 영역을 

살펴보면 레드와 옐로우의 중간에 위치하여(Lee & 

Lee, 2018), 직관적으로 봤을 때 주황을 레드의 계열

색이나 옐로우의 계열색으로 인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또한 브라운은 다른 색에 비해 떠오르는 색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색이 혼합되어 만들어지는지 

연상하기 어려운 성향을 띈다(Heo & Park 2016).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무채색 그룹과 먼셀의 5가지 기본

색에 오렌지와 브라운을 추가하여 8가지 색상 그룹을 

G-level에 배치하였고, 표현 가능한 다양하고 정밀한 

색상들은 각 그룹 하위의 S-level에 배치하였다.

톤 체계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일본의 색채 

연구소가 개발한 PCCS는 색채 조화를 주목적으로 

한 색채 시스템으로 디자인계와 교육계에 널리 보급

되어 있으며 12개의 톤으로 구성되어 있다(Lee, 2020). 

이들을 명도와 채도 단계를 기반으로 상, 하, 좌, 우의 

네 그룹으로 묶으면 공통적인 색채 성격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따라서 톤 항목은 성격에 따라 연하고 흰 

Light tone 그룹, 선명하고 밝은 Bright tone 그룹, 흐리

고 탁한 Dull tone 그룹, 어둡고 딱딱한 Dark tone 그룹

으로 나누어 G-level을 구성하고 각 그룹 아래 12개

의 구체적인 톤을 배치하였다. 형광색은 모든 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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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광 톤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Light tone 그룹

에 형광 톤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색의 삼요소

에 의해 구체적인 색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상

당히 어렵지만 톤은 일상생활의 느낌으로 명도와 채

도의 복합개념으로 우리가 색을 지각할 때는 두 가

지를 함께 지각하게 되어 보다 직관적이고 수월하다

(Oh & Park, 2000). 따라서 색채의 속성은 색상과 톤

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색채를 표현할 수 있다.

컬러 배색은 무늬와 패턴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컬러 배색의 

속성 표현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순화가 필

요한 항목이다. 배색의 색채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

미지는 단색에서 느끼는 감정의 합 이상으로 전달된

다. 그러므로 의복은 단색이 지니는 이미지보다는 

배색에 따른 이미지가 중요하다(Lee & Kim, 1998). 

배색의 방법은 크게 공통적 속성을 강조하는 유사조

화방법과 대비되는 속성을 강조하는 대비조화방법

으로 나뉘며, 배색에 따라 디자인 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Rhee, 2003). 따라서 G-level의 배색 속성은 유

사배색과 대비배색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더 구체

적으로 색이 배열되는 방법을 포인트 배색, 칼라 블

러킹 배색, 블랜딩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의 4가지로 

분류하여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의 아래 S-level에 각

각 배치하였다. 일부분에 배색이 있는 경우는 포인

트 배색, 넓은 면적이 색채로 구분되는 경우는 칼라 

블러킹 배색, 여러 가지 색채가 면적 구분이 뚜렷하

게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블랜딩 배

색, 여러 가지 색채가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

는 그라데이션 배색으로 정의하였다. 분위기를 좌우

하는 G-level의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의 구분, 그리고 

색채 배열 방법인 S-level의 포인트, 블랜딩, 그라데

이션, 칼라 블러킹의 구분은 의복의 배색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무늬의 색까지 효율적이고 구체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한 분류 체계

는 <Fig. 1>에 제시하였다.

3. 의복의 소재 속성 항목 및 분류 체계 구성

소재는 의복의 외관을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재의 표면 특성에 따라 의복의 외관과 그에 따른 

이미지가 좌우되며, 소재의 물성에 따라 용도, 계절,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고, 피부에 접촉되는 특성 때

문에 피부에 닿는 느낌도 중요하게 여겨진다(Lee & 

Kim, 2011). 동일한 스타일의 원피스 드레스라도 옷

감의 섬유 조성, 실의 굵기, 조직, 표면, 유연성 등의 

특성에 따라 원피스 드레스의 느낌과 분위기는 달라

진다(Rhee, 2003).

소재를 기술한 메타데이터 분석에서 얻은 주요 항

목은 재질, 구조, 물성의 세 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과 

관련된 속성값 중 연구에 사용한 메타데이터에 기술

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의 

속성 체계는 재질, 구조, 물성을 기반으로 위치와 무

늬를 추가하여 소재의 위치, 재질, 무늬, 구조, 시각적 

질감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무늬는 소재의 표

면에서 선염 혹은 프린트로 구현되므로(Lee & Kim, 

2011) 소재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메타데이터 

분석에서 물성으로 명명한 항목을 ‘시각적 질감’으

로 변경하였다. 질감은 소재의 표면 특성으로 촉각

적인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질

감의 촉각적인 측면은 패션 소재의 원사의 종류, 소

재의 조직, 두께, 무게, 가공 등과 같은 물리적인 성질

에 의해 접촉하였을 때 느껴지는 촉감각적 감성이

며,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패션 소재의 표면에서 느

껴지는 촉각적 경험의 시각적 전이로 질감을 지각하

기도 한다(Choo, 2001). <Table 3>의 물성 항목의 속

성을 살펴보면, ‘두꺼운, 뻣뻣한, 신축성, 표면감’ 등 

시각적 전이로 촉감을 지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성

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목 명을 ‘시각적 질감’으

로 변경하여 명명하였다.

위치는 속성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색

채 속성 체계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소재의 이미

지는 원료가 되는 섬유에서부터 혼용율, 실의 특성, 

조직, 염색 및 최종 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된다(Ko et al., 2003). 재질은 이러한 

단계 중에서 섬유와 혼용율에 관련된 항목으로 크게 

천연 재질, 합섬 재질, 혼방 재질로 분류하여 G-level

을 구성하였다. 천연 재질의 S-level에는 면, 모 등과 

같이 섬유와 실의 단계를 거쳐 직조되는 원단뿐 아

니라 가죽과 모피 등의 비직조 원단까지 포함시켰으

며, 혼방 재질의 경우 주 재질을 중심으로 표현하며 

이에 따라 S-level에는 주 재질로 사용 가능한 섬유를 

중심으로 혼방 재질을 배치하였다.

무늬는 직조나 프린트에 따라 수없이 많은 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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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므로 <Table 2>의 무늬 속성 그룹과 무늬 관련 

선행연구(Kim & Pak, 2010; Kim, 2015; Kwon & Kim, 

2012)를 참고하여 무늬의 성격에 따라 줄무늬, 체크

무늬, 자연 무늬, 에스닉 무늬, 사물 무늬, 기하학 무

늬, 추상 무늬, 글자 무늬로 크게 분류하고 편직에 의

해 생성되는 니트류의 무늬 종류를 추가하여 G-level

을 구성하였다. 자연 무늬 하위에는 꽃무늬, 동물무

늬, 자연전경 무늬 등이 포함되며, 사물 무늬에는 에

펠탑, 자동차 등의 인공물, 사람, 미키마우스 등의 만

화캐릭터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에서 로고나 레터

링은 상징물(Lee, 2007)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 분석한 메타데이터에는 로고와 레터링의 사용이 

많았으므로 별도의 그룹으로 배치하였다. 그 외에 보

다 더 세분화된 구체적인 무늬의 종류를 각 G-level

에 배치하였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level에

는 필요한 경우 속성값을 추가할 수 있다.

소재의 구조는 소재의 특성이 형성되는 여러 단계 

중 실의 특성이나 조직과 관련된 항목으로 직물의 

기본이 되는 실의 특성은 직물 조직에 의해 더 두드

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Ko et al., 2003). <Table 3>의 

구조 속성 그룹을 기본으로 실이나 직조 방법에 따

라 G-level을 분류하였다. 직물 구조의 기본인 평직, 

트윌직, 수자직과 파일직, 그리고 직조 단계를 거치

지 않고 직물이 형성되는 난우븐, 편직물인 니트와 레

이스를 G-level 속성값으로 배치하고 하위인 S-level

에 각 조직의 변형 조직을 속성값으로 배치하였다.

시각적 질감은 염색 및 최종 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촉각 및 시각적 촉감과 

관련한 항목으로 소재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반응에 

주로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대부분의 경우 촉각경

험에 의한 반응이 감각적 반응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시각적으로 지각될 때 더욱 풍부한 이미지가 전달 

될 수 있다(Ko et al., 2003) 시각적 질감의 속성값에

는 메타데이터에서 추출된 물성을 기본으로 비침, 

광택, 유연성, 신축성, 두께, 표면감, 워싱, 패딩의 속

성을 G-level에 배치하였다. 컷아웃, 워싱, 패딩은 직

물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가공을 하여 표면 

상태에 변형을 주는 방법이므로 표면감 있는 소재에

서 별도로 분리하여 G-level의 속성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성한 분류 체계는 <Fig. 2>‒<Fig. 3>에 

제시하였다.

4. 의복의 색채 및 소재 분류 체계의 활용을 위한 

속성 태깅의 기준

구성된 분류 체계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ttribute-dimension Attribute contents extracted from meta-data Grouping of attributes

Texture material 

Cotton, Rayon, Tencel, Modal, Viscose / Wool, Lambs wool, Alpaca, Angora, 

Cashmere / Linen / Leather, Lambskin / Wool blend, Polyester blend / Synthetic 

fiber, Polyester, Acrylic, Nylon, Spandex, Polyurethane, Synthetic leather, Arti-

ficial leather

Natural fiber

Leather

Synthetic fiber

Blended fibers

Synthetic leather

Texture structure

Plain weave / Twill, Tweed, Waffle, Piqué, Chiffon, Denim, Jacquard / Boucle, 

Slub, Woolly / Pile, Suede, Velvet / Lace, Mesh, Punching / Knitting, Knit lace, 

Jersey, Single jersey, Reverse, Purl, Interlock, Ribbed knit / Neoprene, Felt, 

Fleece

Plain weave

Twill weave

Napped cloth

Pile weave

Lace

Knitting

Non-woven

Physical property

Touch, Elasticity / Transparent, Translucent / Shiny, Matt / Thick, Thin, Heavy, 

Light / Bulky, Warm, Cool / Smooth, Silky, Irregular, Three-dimensional, Surface 

effected, Rustic / Stiff, Taut, Soft, Frothy, Flexible, Drapery / Crinkled, Crispy, 

Seersucker / Padding, Quilting

Elasticity

Transparency

Shine

Thickness

Temperature

Surface

Flexibility

Wrinkle

Padding

Table 3. Attribute contents for each attribute-dimension of texture from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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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패션 아이템 이미

지 1,600개를 추가로 수집하고 앞에서 구성한 분류 

체계에 따라 3명의 주석자가 속성을 기술한 후, 기술

된 메타데이터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2인의 패션 전

문가가 분석하였다. 먼저, 동일한 패션 아이템 이미

지의 색채와 소재 속성에 대해 작성자 간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색채 속성은 작성자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재 속성은 대체로 일관된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분류 체계에 따른 보편적이고 

일관된 태깅 혹은 주석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과 분

류 체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분류 체계를 보완하였다.

색채의 속성 기술에서 주로 차이를 초래한 항목은 

‘칼라 배색’이었다. 단색이 아닌 프린트나 선염 직물 

또는 부분적으로 색이 다른 원단을 함께 사용한 의

복은 배색의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먼저 유사배색인

지 대비배색인지를 판단하고 색채가 배열된 방법을 

선택한다. 속성 기술에서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첫

째, 유사와 대비의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색채의 배

열 방법인 S-level의 포인트, 블랜딩, 칼라 블러킹의 

구분이었다. 첫째, 유사와 대비의 기준은 색상과 톤 

모두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무채색의 경

우, 대비배색은 블랙과 화이트의 배색뿐 아니라 화

이트와 그레이, 그레이와 블랙, 그레이와 그레이 배

색의 경우에도 명도 단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우는 대비배색으로 판단한다. 유채색의 경우에도 

대비색상의 배색뿐 아니라, 동일색의 밝은 톤과 어

두운 톤이 배색된 경우도 대비배색으로 기술한다. 

다음으로 색채의 배열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포인트 배색은 전체 의복의 작은 면적, 예

를 들어 네크라인 부분, 소매단 부분, 가슴 로고 프린

트 부분 등에만 배색이 있는 경우이다. 블랜딩 배색

은 색의 면적이 뚜렷하게 나뉘어있지 않고 여러 가

지 색이 섞여있는 표면에 해당된다. 단, 줄무늬는 대

부분 블랜딩으로 정의하며, rugby stripe와 같이 넓은 

면적을 가진 줄무늬 종류는 선보다는 면으로 인지되

므로 칼라 블러킹으로 정의한다.

톤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기의 해상도 등에 따

른 한계로 인해 일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항목이었

다. 하지만 G-level은 명도와 채도의 단계에 따른 4개

의 그룹만으로 분류되므로 일관성 확보가 용이하며, 

이러한 속성만으로도 톤의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

므로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G-level의 속성만 기술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에서 소재의 시각적 질감 항목은 대부

분 속성이 중복으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는 항목별 배타성을 부여하

여 한 가지 속성값만을 선택하도록 정의하였으므로 

시각적 질감도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만을 선택하여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하나의 의복에서 표현되

는 표면감과 감성은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소재

의 시각효과는 경우에 따라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분류 체계에 따라 속성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에 따라 메타데이터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항목을 분석하여 속성을 일관

성 있게 기술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

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속성 체계는 두 단계

의 속성값을 가지는 계층적 속성 체계로 이루어져 있

다. S-level은 속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정교한 이미지 인식 기술을 요구하는 

단계로 기계인식이나 인간 주석자 간에도 속성 내용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

이를 줄이고 좀 더 일관성 있는 속성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2단계의 속성을 모두 기술하는 것을 권장한

다. G-level의 속성을 통해 보편적인 특성을 표현하

면 이미지 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그룹

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이미지가 확실하게 구분되거

나 선명한 경우에는 S-level까지 기술하여 더 정교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V. 결   론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

은 패션 산업에서도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 등을 위

한 비즈니스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

공지능에 의한 패션 상품의 검색과 추천, 리테일링

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소비자 트렌드 분석 등 현

재 패션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패션 AI 비즈

니스는 주로 시각속성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

으로 이루어진다. 딥러닝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므로 패션 AI는 상품의 모양, 크기, 재

료와 같은 속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류 데이터 셋

으로부터 학습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세부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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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다양한 주석을 

보유한 이미지 데이터 셋은 패션 AI 연구와 AI 기반

의 패션 비즈니스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는 

체계적 속성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가능해진다. 이

에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패션 아이템의 형태 속

성 분류 체계의 후속작업으로 패션 아이템 이미지의 

색채와 소재의 속성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속성 분류 체계 구성을 위해 소비자가 기술한 패

션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의

류의 색채와 소재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 항

목들을 선정하고 메타데이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항목별 속성값을 구성하였다. 색채 속성 체계는 

컬러 위치, 색상, 톤, 배색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

였으며, 각 항목별로 색채가 암시하는 감성적 차이

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G-level을 구성하였다. 

색채의 배색은 무늬와 패턴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컬러 배색의 

속성 표현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순화가 필

요한 항목이므로 G-level은 분위기를 좌우하는 유사

와 대비의 속성을 구분하고 S-level에서 색채 배열 방

법을 구분하여 의복의 배색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

한 무늬의 색까지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재의 이미지는 원료가 되는 섬유의 종류, 실의 

특성, 조직, 염색 및 최종 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

계를 거치면서 형성되므로 소재 속성 체계는 각 단

계가 모두 포함되도록 소재의 위치, 재질, 무늬, 구조, 

시각적 질감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무늬는 소

재의 표면에서 선염 혹은 프린트로 구현되므로 소재

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직물의 물성뿐 아니라 

염색 및 최종 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촉각 및 시각적 촉감은 주로 정서적 반응

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시각적 질감으로 명명하고 

속성 체계를 구성하였다.

제시된 분류 체계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미

지 태깅을 실시한 결과, 메타데이터는 작성자에 따

라 같은 이미지에 대한 속성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복잡한 무늬와 배색을 표현

할 때, 개인적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AI가 학습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표

현의 표준화와 단순화, 그리고 기준 정립이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속성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

준의 제시는 인간 혹은 기계에 의한 분류가 이루어

질 때 그 차이를 최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필

수적인 작업이며 데이터 량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

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속성 태깅을 위해서는 2단계의 속성을 

모두 태깅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지의 속성을 기술

할 때 G-level을 통해 보편적인 속성의 특성을 표현

하고 이미지가 확실하게 구분되거나 선명한 경우에 

S-level까지 기술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류 체계는 소비자의 메타데

이터와 패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패션 속성을 기준에 따라 그룹화하고 단계를 

분류하여 위계적인 속성 체계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의 특성인 순차적이고 단계적 

학습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며 분류 체계 범주 구

분의 특성인 명확성, 영속성, 배타성, 일관성, 포괄

성, 유연성 등을 충족한다. 속성 분류 체계는 패션 아

이템의 표준화된 태깅이나 주석 작업에 필수적인 요

건으로, 이를 통해 패션 아이템의 색채와 소재 속성

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일관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패션 AI의 학습 데이터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복은 지속적으로 새

로운 유행이 등장하므로 형태, 장식의 변화가 빈번

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소재의 경우 최신 소재나 가

공법에 의해 속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분류 체계

는 지속적으로 S-level의 속성값을 최신 버전으로 업

데이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패션 아이템

의 감성 분류 체계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패션 아

이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통합된 분류 체계의 완성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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