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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패션 리테일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리테

일러가 취급하는 패션상품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 다. 패션 소비자들은 선

택의 다양성이 증가한 만큼, 구매 대안 중에서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가장 

일치하는 상품을 결정하는 데 인지적 과부하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

으로 패션상품의 선택 과정에서 인지적 노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고객의 

취향과 선호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추천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추

천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자신의 니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테

일러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추천서비스를 통해 낮은 인지도의 상품도 판매 노출의 기회를 얻게 되었

고, 나아가 이들을 제안함으로써 자사 쇼핑몰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추천 서비스는 다수의 온

라인 패션 쇼핑몰에서 채택하는 전략이 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의 선호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브랜

드명, 가격, 제품의 디자인 속성 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속

성의 제품을 고객에게 추천하는 협업 필터링 방식을 주로 사용해오고 있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디자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창출되는 패션 제품의 

의미적 요소, 예를 들어, 패션 이미지, 패션 감성 등에 대한 주관적 속성은 

추천 요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패션은 이미지로 소비되는 상품으로, 주관

적인 요소들도 제품의 객관적 속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례로 의복을 구

성하는 객관적 요소가 같더라도 브랜드마다 선보이는 착장이 서로 다르고, 

그 결과 관찰자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의미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즉, 패

션의 착장에서 연상되는 느낌이나 감정, 감성은 의미적 요소로 텍스트로 

변환시키기가 어려운 암시적인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아이템의 객관적 속

성이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제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만으로는 패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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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감성과 일치도가 높은 브랜드와는 지속적으로 관계

를 맺을 것이라고 언급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감성을 활용하

여 패션 제품의 추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패션 사진에서 브랜드 감성

을 추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하 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딥러닝의 

성능개선으로 시각 지능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 다. 이 과정에서 기계

가 학습을 통해 사물의 특징과 내용을 이해하는 기계의 인식능력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 능력은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패션 아

이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서 기계 학습을 통해 디자인의 여러 

속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되고 있다. 훈련을 통한 인식능력 

향상 뿐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인지능력 학습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암묵적인 요소인 패션 브랜

드 감성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의 발판이 되었다. 

패션 브랜드 감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소수의 국내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감성언어를 이용하여 정량화하기 시작하 다. 하지만, 인간의 

주관적 감성을 매 번 사람이 직접 측정하거나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감성의 분류 기준이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감성을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무엇보다도 컬러, 소재, 스타일, 아이템, 모델의 분위기, 메이크업, 모델 포

즈, 배경 이미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이고 추상적인 패션 감성은 특정 언어

와 점수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계는 이러한 어려움 없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패션 브랜드 감성을 분류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통해 패션 브랜드 감성을 학습하고 패

션 사진의 브랜드 감성을 판별해 봄으로써 패션 제품을 구성하는 속성으

로 패션 브랜드 감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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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패션 브랜드 감성을 패션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하면서 

일관성 있는 암시적 속성이자, 제품의 유·무형의 디자인 요소가 결합하며 

유발하는 감각적인 연상과 느낌으로 정의하 다. 

연구 1에서는 브랜드 감성이 사람들 간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 대표적

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20개 선정하여, 이를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성

으로 구성하고자 하 다. 패션 트렌드 위계의 최상층에 위치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는 고유한 디자인 콘셉트를 추구하며, 연 2회 런웨이 컬렉션을 

개최한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매스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소비자들의 패션 

착장에 상당히 큰 파급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매스 브랜드의 상품기획자

들은 시즌 기획에 앞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특유의 감성을 학습했다. 따라

서 패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서로 공유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을 기계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선정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이 서로 충분히 구분되도록 11개의 

유사한 감성으로 축소하 다.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에 포함되는 브랜

드의 패션 사진은 16FW~21SS 런웨이와 패션 잡지 Vogue US의 50년치 사

료에서 2만 5천여 장을 추출하여 수집하 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델 중 모

델의 크기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특히 고화질 이미지에 유연하게 대

응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EfficientNet-B1이 지도학습의 기반 모델로 투입

되었다. 다양한 학습 조건에 따라 패션 브랜드 감성의 분류 정확도가 달라

짐을 실험해 보기 위해, 학습 데이터의 범위를 런웨이 사진으로만 한정시

킨 R 모델과, 사진 배경이나 모델의 포즈, 메이크업 등으로 해당 브랜드의 

감성을 충분히 투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보그 아카이브 내 표지, 광고 사

진까지 학습한 V 모델로 나누어 지도 학습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패션 

사진을 투입하면 패션 브랜드 감성의 대표적인 11개 하위 속성에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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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확률 분포로 도출되는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검증용 데이

터 셋을 다각도로 구축하 고, 이를 모델에 투입하여 분포의 정확도 성능

지표를 계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감성의 대표성이 높은 패션 사진을 대

상으로 R과 V 두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정확도 지표인 F-1 score

의 성능은 큰 차이 없이 약 74%의 정확도로 패션 브랜드 감성을 밝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투입된 적 없는 신상품도 브랜드 감성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예측될 수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1FW 시즌 

하이엔드 브랜드의 런웨이 패션 사진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별로 무작

위로 선정한 뒤, R 모델로 판정했을 때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전형성이 높은 이미지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다소 하락하 지만, 

이 과정에서 판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특정 브랜드의 감성으로 인지하는 만큼 

기계도 매스 패션 브랜드 감성을 판별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매스 패션 브

랜드가 분류한 결과를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개발

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뿐 아니라, 매스 패

션 브랜드도 분류시킬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서 기계의 학습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패션 브랜드 감

성 분류의 정확도를 점차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연구 2에서는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를 활용하여 추천 서비스를 제안

하여 보았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공

유하며, 취향을 발산시킨다고 여겨지는 패션 인플루언서들의 착장 사진에

서 패션 브랜드 감성에 따른 착장의 특성과 규칙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감

성 기반 패션 제품의 추천 서비스에 추천 가중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패션 브랜드 감성 기반 추천 서비스는 명시적 제품 속성 정보에 더

해 쇼핑몰 사용자의 브랜드 감성을 추정하여 초기 소속 집단을 예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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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집단 내에서 유사한 구매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와 정보와 일대일로 

매칭하여 줌으로써, 소비자의 니즈에 더 가까운 추천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시각지능은 사람의 감각적 역량으로 구별하고 분류하기 어

려운 것들에 속성을 부여하고, 유사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분류해 낸다. 특

히 패션 브랜드 감성은 측정의 어려움과 해석의 주관성으로 인해 관련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감성이라는 개

념을 정의하고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으로 하위 속성을 학습하고 

분류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패션 제품의 텍스트 빅데이터 분

석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명시하지 않은 속성들을 이미지에서 자동으

로 추출함으로써 속성 정보를 풍부하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패션 분야의 대다수 연구는 초기 단계로,  

디자인과 제조, 리테일링 분야의 자동화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본 연

구는 패션 도메인 연구의 근간이 되는 패션 브랜드 감성의 분류와 인공지

능 기반의 지도학습 연구 방법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을 적용함으로써 온

라인 쇼핑몰에서 기존에 적용하던 콘텐츠 중심 추천 방식에서 나아가, 패

션 제품 추천 서비스의 성능이 더욱 정교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계학습 기술의 개발은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간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체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신 전문가들은 창의력과 미적 능력이 요

구되는 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요어 : 패션 브랜드 감성, 하이엔드 패션, 이미지 분류, 지도학습, 

           딥러닝, 시각 지능, 추천서비스, 빅데이터

학  번 : 2007-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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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간혹 여러 브랜드가 있으면 당신들은 브랜드를 헷갈려 하지만,

샤넬과 아르마니처럼 당신이 신뢰하고 기억하는 브랜드들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브랜드이다.  

- 랄프 로렌(Ralph Lauren) - 

패션상품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매일 신제품이 쏟아져 나온

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러는 판매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대중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하고 취급하는 것을 상품기획의 중점적인 업무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상점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없어, 온

라인 리테일러는 비교적 소비자의 수요가 적은 롱 테일(long tail)에 위치한 

상품까지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Zhou & Duan, 2012).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패션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의 다양성으로 인해 자신의 취향(taste)과 선호에 일치하는 제품을 구

입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들게 되었다. 예컨대, 온라인 소

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품을 탐색할 수 있게 되면

서 구매 대안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 고, 선택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데 

인지적인 과부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윤남희, 이하경, 장세윤, 2019). 때

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인지적 노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외부 

신호에 의존하고 다른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

에게 맞춤화된 상품 추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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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베스트셀러 라벨, 많은 온라인 리뷰 등 홍보 단서(Wu & Lee, 2016)를 

포함하는 외부 단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고, 나

아가 구매 의도를 형성시킨다.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 향상도 패션 제품과 같이 다품종 초정 의 타겟 

마케팅이 필요한 역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서는 사용자의 구매 이력, 평점, 댓글, 구매 전에 이탈한 페이지 

등과 같은 명시적(explicit) 정보나 제품의 상세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의 선

호도를 식별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미리 제안한다(Choi, Yoo, 

Kim, & Suh, 2012; Hwangbo, Kim, & Cha, 2018). 구체적으로 고객이 선호

를 명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의 속성을 가진 다른 제품을 고객에

게 추천하는 콘텐츠 기반 추천 서비스(content based filtering)(de Melo, 

Nogueira, & Guliato, 2015)나 소비자가 선호를 명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서도 사용자 간 혹은 아이템 간 유사성에 기초하여 선호도를 예측하고 상

품을 제안하는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이 주요한 추천 알고

리즘으로 사용되어 왔다(나광택, 이주홍, 2017). 이상의 추천 서비스는 소비

자의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욕구를 

환기시키고,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감

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효선, 권수희, 박민정, 2019; Hwangbo et 

al., 2018). 판매 기업 입장에서도 고객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반 한 맞

춤화된 쇼핑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이하

경, 윤남희, 장세윤, 2018). 뿐만 아니라, 기업은 추천 서비스의 우연적 특

성(serendipity)을 통해 고객에게 친숙하지 않은 신상품 또는 틈새 제품을 

노출시킴으로써, 인기도가 낮은 상품의 판매 기회도 높이거나, 타 쇼핑몰

과 차별화된 상품구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range, Benbasat, 

& Burton-Jones, 2019; Kotkov, Wang, & Veijalaine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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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천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사실상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과 상호관계를 가지며 서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패션 분야의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활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패션과 관련한 분류체계와 온톨로

지(ontology)를 체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박낭희, 최윤미, 2020; 

Jegal, Park, & Jang, 2015; Park & Choi, 2019). 인공지능은 모델 학습에 필

요한 충분한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 성능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박진호, 2019), 도메인(domain) 지식이 없으면 파편적인 데이터 흐름

을 해석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패션 상품은 브랜드나 

가격, 제품의 디자인적 속성 뿐 아니라, 이들의 결합으로 연상되는 총체적

인 브랜드 감성이나, 착장 제품의 시각적 이미지 등과 같이 텍스트로 표현

하기 어려운 암시적(implicit)인 요소도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에 향을 미

치기 때문에 추천 서비스에 도메인의 지식이 반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인해 시각 지능(computer vision)이 비약

적으로 발전하면서, 기계가 학습을 통해 사물의 특징과 내용을 이해하는 

인식능력과 함께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데이터와 해석 간의 

의미론적인 차이를 줄이는 인지능력을 진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igurbjörnsson & van Zwol, 2008). 기계학습을 통한 이미지 내 사물 인식

의 정확도는 마침내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기 시작했으며(Cooper, 2019), 기

계의 인식 능력을 패션 아이템에도 적용하여 패션 이미지를 다면적인 속

성으로 변환시키는 기술도 꾸준히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Jia, Shi, 

Sirotenko, Cui, Hariharan, Cardie, & Belongie, 2019; Kiapour, Yamaguchi, 

Berg, & Berg, 2014; Liu, Luo, Qiu, Wang, & Tang, 2016). 

기계학습을 통한 이미지 내 패션 디자인 속성 인식 연구는 데이터 수집

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쇼핑몰의 분류(category)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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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속성(attribute; feature)을 기준(class)으로 삼아 학습시켜 왔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은 온라인 쇼핑몰의 추천서비스에 적용할 때 다음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패션은 미학, 감정, 지속가능성 등 

문화적 요소가 제품의 평가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McDowell, 2019), 기술 

중심적 접근으로는 감성과 같은 암시적인 요소에 대한 분류가 어렵다. 예

를 들어, 같은 블랙과 레드의 플레이드(plaid) 체크 패턴이라도 평소 브랜드

가 표출하는 감성에 향을 받아 생로랑(Saint Laurent)과 유니클로(Uniqlo)

가 선보이는 착장은 서로 다르고, 그 결과 관찰자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의

미와 심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제품의 객관적 속성이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제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만으로는 소비자의 추천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둘째, 기술은 인간의 미적 욕구 또는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

지 않아 소비자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다(Ming Law, Zhang, 

& Leung, 2004). 따라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감성에 대한 이해 없이, 패션 

사진이 제공하는 명시적 정보만으로 미적으로 아름다운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어렵다. 셋째, 매 시즌 출시되는 신제품의 SKU(stock keeping unit)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관리가 어렵고, 도메인 전문가가 일일이 데이터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 감성처럼 객관적으로 설명

하기 어려운 암시적인 속성의 분류와 적용에 있어 패션에 대한 전문 지식

을 기계 학습에 전이시켜 의미에 대한 판별을 가능하도록 협업하는 과정

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감성을 패션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하고 독

특하면서 일관성 있는 유·무형의 디자인 요소가 결합하며 유발하는 감각적

인 연상과 느낌으로 정의하고, 패션 브랜드 감성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속

성을 판별할 수 있는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패션 브랜드 감성을 구성하는 하위 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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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지각 속에 감성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고, 연간 판매액이 높아 

감성에 대한 소비자 인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나 패션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구성과 디자인 콘셉트를 추구하며, S/S와 F/W 시즌

의 실판매 6개월 전에 컬렉션을 개최한다(수잔 딜런, 2012/2016). 패션산업 

종사자들은 시즌 상품기획에 앞서 이러한 컬렉션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Gaskill, 1992; Hines & Bruce, 2007에서 재인용). 이 때 가장 파급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런웨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매 시즌 기획 시점에 진행하며 

이들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성을 학습하기 때문에, 패션산업 종사자들에게

는 서로 공유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브랜드 감성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차별화된 브랜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성이 다

른 브랜드나 고객과 공유된다고 여겨지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그룹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함으로써 시각지능이 디

자인 속성의 인식 뿐 아니라 의미적인 속성까지 분류할 수 있는 지 연구 1

에서 실험해 볼 것이다.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로 학습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는 기존 및 새로운 시즌의 패션 사진에 적용하여 예측력을 평가해 

볼 것이며, 분류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중심의 매스 브랜드의 

패션 사진도 분류가 가능한 지, 인간의 감성 지각능력과는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 지 등을 다각도로 실험해 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 2에서는 패션 브랜드 감성 추출기를 활용하여 추천 

서비스를 제안해 볼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패션과 라이

프스타일을 공유하며, 취향을 발산하는 패션 인플루언서(김우빈, 추호정, 

2019)의 착장 사진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패션 브랜드 감성에 따른 착장의 

특성과 규칙을 밝히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에는 소유자의 개인 

정보와 함께 의미와 기호를 담아 찍어 저장한 사진들이 있다. 따라서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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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언서가 게시한 착장사진은 패션 브랜드 감성이 잘 나타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의 착장 

사진을 수집하고,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로 패션 브랜드 감성을 판별해 

보고, 브랜드 감성에 따른 인플루언서의 세분 집단 별로 착장의 차이를 살

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하여 패션 제품의 감성 기반 개인화

된 서비스에 기초 지식으로 제안해 봄으로써 패션과 IT, 학문과 실무를 연

계하는 융합형 연구로의 방법론을 제시해 볼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인공지능 기술은 연구자의 과학적 발견 과정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고 평가받는다(Falk, 2019; Gil, Greaves, Hendler, & Hirsh, 2014). 최

근 10년 간 시각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사물을 인식하여 정확한 속성

을 부여하고, 유사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가능케 하 다. 여

기서 나아가 기계의 시각 지능은 인간의 추론과 해석 능력을 모방하는 단

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기계의 학습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패션 브랜드 

감성과 같이 텍스트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시적인 속성에 대한 연구도 가

능하게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감성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

로 정의하고, 패션 산업을 선도하며 사람들과 브랜드의 감성을 충분히 교

감하고 있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선정하여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요소를 구성함으로써 패션 브랜드 감성을 디자인의 한 속성으로 밝혔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패션 분야의 대다수 연구는 초기 단계로,  

기존의 디자인과 제조, 리테일링 분야의 자동화(robotics)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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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kaj, Mattila, Huhtala, & Vaniala, 2019). 본 연구는 패션 도메인 연구의 

근간이 되는 패션 브랜드 감성의 분류와 인공지능 기반의 지도학습 연구 

방법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콘텐츠 중심의 기존 추천 방식에서 

나아가, 패션 디자인 속성 외에 패션 브랜드 감성을 활용하여 제품의 감성

과 소비자 감성의 일대일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패션 

제품 추천 서비스가 더욱 정교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판매

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감성과 제품 감성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회원 가입 

설문지를 개발함으로써 자사 쇼핑몰의 이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게도 개

인 맞춤형 추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 기업은 자사 브랜드 상품을 객관적 속성 뿐 아니라 패션 감성으로 

확대 관리하여 고객 선호를 밝히고 고객을 세분화하여, 개인화된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브랜드 감성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마크 고베, 2001/2002), 소비자와 감정적 교감이 높은 브랜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패션 브랜드의 일체감을 높이고 인게이지먼트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Coelho, Rita, & Santos, 2018). 

또한 본 연구는 고객들이 게시한 패션 사진이나 텍스트를 수집하고, 비

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K-means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법을 사

용하여 실시간으로 취향을 분석해 비즈니스 개발에 반 함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는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선호 감성을 바탕

으로 혁신적인 제품기회를 식별함으로써 의류와 같은 제품기반 기업에 지

속적인 성장의 기회로 선순환 될 것이다(정재민, 정병기, 윤장혁, 2019; 

Seo, Yoon, Park, Cho, Lee, & Kwon, 2016; Tan, Rasli, & Cho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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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에 기반을 둔 콘텐츠 기반 개인화된 추천 방식의 등장 배경과 패션 제

품에서 딥러닝 기반 패션 브랜드 감성 연구의 등장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전반적인 연구 과정의 흐름을 제시하

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 기준을 구

축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 감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패션 도메인의 데이

터 분류 속성을 체계화한 선행 연구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 다. 또한 딥러닝 기반의 패션 브랜드 감성 학습 방법

론을 제시하기 위해 시각 지능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제 3장은 연구 1로 패션 브랜드 감성의 추출과 학습, 검증을 다루었다. 

제 1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연구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제 2절 연구 절차 및 방법에서는 연구 1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 다. 특히 하이엔드 패

션 브랜드를 자극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설문지의 구성,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제 3절 연구 결과에서는 자극물로 뽑힌 하이엔드 

브랜드 간의 상대적 거리에 따라 대표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의 클래

스를 선정하 다. 제 4절 패션 브랜드 감성 모델 학습에서는 3절에서 선정

된 11가지 패션 브랜드 감성 클래스들을 지도학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셋의 구축 과정, 학습 모델 과정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 다. 또한 다양한 

패션 사진을 투입하고, 인간의 인지된 브랜드 감성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

해 개발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 다. 제 5절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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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에서는 소비자의 패션 브랜드 감성에 따른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를 제안하는 연구 2를 수행하 는데, 제 1절에서는 패션 추천 서비스에서 

특정 패션 브랜드 감성을 선호하고 구매하는 배경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

찰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대응하여 구매 확률을 

높이는 개인화된 패션 추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2절 연구 문제

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 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

를 진술하 다. 제 3절 연구 절차 및 방법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

한 실증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 다. 특히 자신만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에 패션 브랜드 감성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예측되는 패션 인플루언서를 선정하고, 전처리를 통해 분석 대

상이 될 패션 사진을 선정하는 과정과 착장의 규칙을 찾기 위한 분석 방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 다. 제 4절 연구 결과에서는 패션 인플루언

서의 패션 브랜드 감성을 추출하고, 유사한 브랜드 감성의 세분 집단으로 

분류하여 세분 집단 별로 제품 착장의 특성을 고찰하 다. 제 5절에서는 

패션 브랜드 감성 기반 개인화된 패션 제품의 추천 서비스를 제안해 보았

다. 제 6절에서는 연구 2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다.

제 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주요 연구 1과 2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문을 

요약하고 통합적 결론을 제시하 다. 이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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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 기준을 구축하기 위해 주

요 개념을 명확히 하고 딥러닝 기반의 주관적 감성 학습 방법론을 제시하

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1절에서는 인공지능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의 종류와 학습 

기법 등에 사용되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를 분명히 하 다. 

제 2절에서는 패션 산업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여 패션 도메인 지식을 

활용한 지능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고차원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패션 도메인에 특화된 속성의 분류와 하위 

속성을 자동으로 판별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패션 

데이터의 속성 분류와 학습 데이터 셋의 특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제 3절에서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

해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사진에서 패

션 디자인 요소 뿐 아니라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속성을 분류해 온 선행연

구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각지능을 활용한 패션의 감성 

속성 추출 방법을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감성 분류 모델 구축 방안을 모

색할 것이다. 

제 1 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개념과 발전

 

본 절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션산업의 최신 기술을 살

펴보았다. 먼저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연구에 사용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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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하 고, 인공지능 기술의 종류와 주요 개념을 소개하여 현재 이

를 활용한 패션 연구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1.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

인공지능은 인간 고유의 학습, 추론, 지각, 그 밖의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이다(Lake, Ullman, Tenenbaum, 

& Gershman, 2017).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도되어 왔으

나, 2000년대에 들어서야 패션 제품에 대한 트렌드나 물량 예측의 도구로 

연구되어졌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s and Markets(2019)에 따르면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규모는 2019년 $228million(약 2,550억원)에서 

2024년 $1,226million(1조 4천억원)로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40.8%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패션 뉴스 

WWD(Women’s Wear Daily)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고객의 개인

화된 경험을 매칭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효율적인 재고 관리능력

을 통해 20~50%의 불필요한 재고를 감소시키며, 50% 이상의 트렌드 예측 

오류를 감축시킬 것으로 보았다(Standish & Ganapathy, 2018). 이는 패션 디

자이너가 수행하는 작업의 최대 30%를 대체하는 수준인데, 인공지능은 디

자이너의 본질적인 작업 방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디자이너가 보다 높은 

가치의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Rosenblatt의 ‘퍼셉트론(Perceptron)’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층신

경망으로 구성된 이 퍼셉트론은 간단한 문제조차 풀 수 없다는 한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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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관련 연구를 소강상태로 만든다. 1980년대에 이르러 다층 신경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등장하며 인공신경망 연구가 다시 

한 번 부활하지만, 이 역시 여러 개의 은닉층(hidden layer)을 가지는 신경

망을 학습하는 데 이론적 문제점들과 함께 컴퓨팅 파워의 부족으로 실패

에 이르고 만다(이건명, 2018). 2000년대 들어 무어의 법칙(Moore’s law)1)으

로도 잘 알려진 컴퓨팅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컴퓨팅 파워가 크게 개선되

었고, 그 결과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저장 공간의 크기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천문학적

으로 커졌다(Simonite, 2017). 이후 인공신경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인공지능의 기술의 종류

1)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 

있다. 머신 러닝은 수동적으로 제공된 속성 정보들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이를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한다. 딥러

닝은 머신러닝 기술의 하위 집합으로 간주되며(Lee & Shin, 2020), 인공신

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에서 발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으로 많은 

노드(node), 은닉층 및 학습 알고리즘이 포함된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여, 

분류에 중요한 속성을 자동으로 골라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다(Lee & 

Shin, 2020).  

1) 반도체 집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경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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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  Ngram을 활용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마이닝, 자연어처리, 컴퓨터 비 의 문도서 출  추이(1960-2019)

[그림 1]은 구글의 엔그램뷰어(Ngram Viewer)(https://books.google.com/)2)

를 활용하여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어로 출판된 도서 중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연구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인공지능은 90년대 정점

을 찍고 2010년대부터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분화하여 연구되기 시작했

으며, 현재까지는 머신러닝의 연구가 주도적이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

술의 응용분야에 대한 성장이 눈에 띄었는데, 데이터 마이닝과 자연어 처

리, 시각지능에 대한 연구와 저술이 지난 10년 간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

다. 

2)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사용한 인공지능 연구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목적은 사람이 수행할 작업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Mitchell(1998)은 기계 학습을 컴퓨터가 어떤 작업(task; T)을 하는 데 있어 

2) 1500년부터 2019년 사이 인쇄된 출 물  검색되는 n-gram의 수를 출력하는 온라인 검색 엔

진으로, 어, 국어(간체), 랑스어, 독일어, 히 리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된 

구 의 말뭉치에서 키워드를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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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측정한 성능(performance; P)이 경험(experience; E)으로부터 개선되

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작업(T)에 대해 성능(P)은 경험(E)으로부터 학습되

었다고 정의하 다(Alzubi, Nayyar, & Kumar, 2018에서 재인용).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은 크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또는 자율 학

습,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다. 지도 학습은 입력 

및 출력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dataset)로 매핑 함수를 검색하는 데 사

용되며,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클래스의 사후 확률을 추정한다. 비지도

학습은 원하는 결과 값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테마를 분석하거나 그룹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를 추론한다. 입력 데이터 요소 

간의 유사성을 식별하고 요소를 그룹화하여 통찰력을 얻는 데 사용된다. 

강화학습은 컴퓨터가 환경 피드백 및 보상 체제에 따라 다음 행동을 예측

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데 사용된다. 입력 및 출력 데이터 쌍이 없이도 단

순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만을 알려주는 대신, 환경에서 보상을 최

대화하는 경험을 통해 정답을 유추한다(Lee & Shin, 2020). 패션 제품 평가

와 관련해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지도학습의 대표로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3)이 

있다. 지도학습은 종속변수가 알려져 있는 데이터에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회귀나무(regression tree) 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학습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답 셋 구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상품평이 긍정인

지 부정인지를 판별하는 지도학습 모델링을 개발한 연구에서는 아마존에

서 판매하는 의류, 신발, 주얼리 카테고리 내 상품평을 570만개 수집하

고, 이 중 긍정(평점 5점) 5만건, 부정(평점 1점) 5만 건의 데이터를 정답 

셋으로 학습하 다([그림 2]). 상품평을 정확히 분류하 는지를 학습에 사

3) 고 인 기계학습 기술의 하나로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한 지도학습 모델. 두 카테고리  

어느 하나에 속하는 데이터 집합이 주어질 경우,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범주에 속할지 단하는 분류 모델(Cui & Cur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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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은 긍정 5천 건, 부정 5천 건의 데이터로 검증한 결과, 88.0%의 

정확도를 보 다(이동엽, 조재춘, 임희석, 2017). 이처럼 종속변수의 실제 

값을 함께 학습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투입될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 아마존 패션상품 리뷰 사용자 /부정 분류 개념도

※ 출처: 이동엽 외, 2017. 

선행연구에서는 지도학습에서 실제 정답 값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을 통해 정답 셋을 유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남성복

의 상의에 따른 하의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하의의 어울림 

정도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패션 전문가들을 고용해 랜덤으로 등장하는 

상-하의 조합의 어울림 정도를 측정하 고, 이를 가중치로 뽑아 정답 셋으

로 구축하고 모델 학습에 투입하 다(이설화, 조재춘, 이찬희, 이동엽, 임희

석, 2017).

비지도 학습은 자율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미

리 알지 못하거나 명시적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

하거나 행위가 유사한 고객을 그룹화하는 데 사용한다. K-means나 Apriori

와 같은 군집화 모델이 주로 사용되는 데, 군집화는 타겟을 삼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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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므로 세분화 기법과는 다르게 사용된다. 하나의 

고객 군집은 일반적으로 8~15개의 속성으로 설명된다. 

K-means 알고리즘은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류 분석

(classification)이 정답 셋이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어디 

속하는지 찾아내는 작업이라면, 군집화란 주어진 데이터만으로 소속 그룹

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K-means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연구자가 지

정한 k개의 군집의 수만큼 초기 군집을 생성하고, 중심 값(centroid)을 구한

다. 각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군집의 중심에 우선 할당되며,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재할당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각 데이터가 더 이상 새로운 군

집으로 할당되지 않으면, 학습은 종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트위터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션 속성 중 하

나인 룩(look)의 종류에 따른 유행 민감도 및 예측 분석을 실시하 다.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총 16종4)의 스타일 룩을 도출했고, 빈도

가 가장 높은 5종(couple, marine, see-through, military, lingerie)에 대해 80%

의 예측정확도와 정 도를 보 다(이윤주, 서지훈, 최진탁, 2014). 

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상호 관계

1) 빅데이터의 촉발과 경제적 가치 창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과 상호관계를 가지며 서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엄청난 속도로 쌓이기 시작

하 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성능 개선은 데이터의 수집에서 전송, 저

장, 분석 및 폐기에 이르는 데이터의 가치사슬 내 처리 비용을 감소시켰고, 

4) bohemian, hippie, grunge, ethnic, baggie, bare, see-through, lingerie, garcon, mannish, military, 

safari, cruise, marine, new, 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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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여 가치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증가시

켰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OECD], 2013). 

이에 따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로 저장, 관리, 분석하는 범

위를 초과하는 빅데이터의 이슈가 2010년부터 촉발하게 되었다(Bughin, 

Chui, & Manyika, 2010).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크게 내부 원천과 외부 원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 데이터, 로그 데이터(log data), 사내 발간보고서, 현장에서 수

집되는 고객의 소리, 회사 웹사이트 내 고객의 동선, 현장 CCTV 등 상

정보는 내부 원천이다. 반면, 외부 데이터 원천으로는 소셜 미디어 등에서 

얻는 텍스트와 이미지, 오디오, 동 상 등의 시각적 데이터, 날씨나 환율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포함한다(장세윤, 양수진, 

2016). 

이는 다시 미리 정의된 데이터 모델로 저장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저장되는 정형데이터(structured data)와 데이터에 변칙과 모

호성이 높아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 모델에 바로 투입시킬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로 분류할 수 있다(Baars & Kemper, 2008). Gandomi 

and Haider(2015)는 모든 비즈니스 데이터의 80~95%가 비정형 데이터이며, 

대부분의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라고 하 다. 

텍스트는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기업, 시장과 사회의 거의 모든 상호작

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상품 

리뷰, 고객 서비스 문의, 보도 자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풍부한 텍스

트 데이터를 얻는다(Berger, Humphreys, Ludwig, Moe, Netzer, & Schweidel, 

2019). 이러한 텍스트는 기존의 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 척도나 질문지법

에서의 측정 제약을 벗어나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속의 정

보를 정량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댓글의 게시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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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게시자의 일반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인 고객의 성향뿐만 아니라 성

격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현재 감정이나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추출할 

수 있다(Moon & Kamakura, 2017). 붓질이나 그림 스타일을 통해 그 사람

의 특성을 추출하는 것처럼,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텍스트나 작성 스타일을 

통해 게시자나 게시자의 기분을 추론할 수 있다(Rude, Gortner, & 

Pennebaker, 2004). 

이처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비정형 정보를 이해하고,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을 돕는다(김기태, 오원석, 임근원, 차은

우, 신민 , 김종우, 2018; 김지은, 이진화, 2018). 또한 기업이 정형 데이터 

뿐 아니라 텍스트, 음성, 이미지와 비디오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하

여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 다(Shankar, 2019). 

2)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전통적으로 고객 니즈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기반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정재민, 정병기, 윤장

혁, 2019).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줄어든 제품수명, 그리고 복잡해진 고객

의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이 같은 설문기반의 방법으로는 고객의 요구 사

항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게 되

었다(Park & Yoon, 2015).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객 리뷰나 소셜 미디어 분석 등이 등장하게 되었

다. 온라인 리뷰나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UGC)로 위치데이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웹 쿠키 데이터, 개인의 

검색 및 구매 데이터와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이

다(Blazquewz & Domenech, 2018). 

오늘날 소비자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품 전문가가 작성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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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형태의 제품 추천이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정교한 소비자(예: 

‘최우수 리뷰어’)의 향력을 크게 받는다(Kostyra, Reiner, Natter, & 

Klapper, 2016).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유사한 일반 소비자가 생성하는 온

라인 리뷰 역시 소비자 태도, 만족과 같은 소비자 의사결정 및 판매와 이

익과 같은 비즈니스 성과에 향을 미침이 밝혀졌다(Chen, Liu, & Zhang, 

2012; Jun, Park, & Yeom, 2014; Kim, Park, & Song, 2017; Kostyra et al., 

2016; Mariani & Wamba, 2020). 

소셜 미디어 역시 연구자들이 실시간으로 대규모 그룹의 집단 감성을 

연구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Michel, 2019; Wang, 

Yu, & Wei, 2012). 나스미디어의 2018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NRP) 결과에 

따르면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67.8%), 인스타그램(51.3%), 네

이버 밴드(36.7%), 카카오스토리(33.7%), 트위터(16.2%) 순이었다. 인스타그

램은 20~30대 여성의 이용률 증가로 전년대비 이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

다(“인스타그램, 국내 SNS 2위”, 2018).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instant)’와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세상

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라는 슬로건으로 2010년 출시되었는데(“인

스타그램”, 2020), 텍스트로만 공유되던 생각과 의견이 이미지로 함축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소셜 미디어와 차별화 포인트이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매출은 미국의 NBC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의 광

고매출을 두 배 이상 넘었다(“인스타그램, 지난해 매출 23조원”, 2020). 이

러한 배경에는 스마트 폰의 보급 확대가 있다. 스마트 폰에는 소유자의 개

인 정보와 함께 의미와 기호를 담아 찍어 저장한 사진들이 있다(최재붕, 

2019; Furukawa, Miura, Mori, Uchida, & Hasegawa, 2019).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좋은 취향이나, 상징과 기호를 

담은 제품 이미지를 짧은 글과 해시태그(hashtag)와 함께 인스타그램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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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셜 미디어에 자발적으로 표현한다(Fox, & Verdemia, 2016; Luvaas, 

2017; Sheldon & Bryant, 2016). 특히 일상의 현실 공간이 가상의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이라는 키워드를 ‘일상’, ‘데일리(daily)’, ‘ootd(outfit of 

today; 오늘 입은 옷)’로 해시태그하고 관련된 사진을 선별적으로 게시한다. 

이처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생성한 비정형 데이터는 고객의 의견과 요

구사항을 담고 있는 대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는 특성 때문에 

고객관점의 비즈니스 분석에 활용도가 높다(김예진, 오상호, 황상범, 모정

훈, 2019; 이경전, 전정호, 2018; 정재민 외, 2019; Trappey, Trappey, Fan, & 

Lee, 2018; Wang, Yu, & Wei, 2012). 기업들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을 개인화하거나, 고객을 마이크로 세분집단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을 제공한다(강필성, 2017; 정재민 외, 2019; Chiang & Yang, 2018; 

Jeong, Yoon, & Lee, 2017; Jun et al., 2014; Mariani & Wamba, 2020). 

패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시장에서 기업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한다. 특히 전자 상거래를 통한 B2C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 디지털 기반의 활동이 중

가하면서 사용자가 공유하는 스트리트 패션 데이터, 패션 브랜드가 매 시

즌 공개하는 런웨이 데이터, 전자상거래의 제품 데이터 등 풍부한 데이터

가 생성되고 있다(Gu, Gao, Tan, & Peng, 2020). 이에 따라 패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대한 양의 사진과 관련 주석, 그리고 패션 제품에 대한 쌍방

향 코멘트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Furukawa et al., 2019). 사람의 경

험과 생각을 담는 소셜 미디어나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트렌드 기사, 쇼핑

몰 상품 설명, 런웨이 패션 사진 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구조화

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이다. 따라서 머신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

해 대규모의 비정형 데이터 셋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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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혁신하고, 패션 역학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다(Gu et al., 2020).

제 2 절 패션 도메인 지식을 접목한 지능형 시스템의 구축

이번 절에서는 패션 산업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여 패션 도메인 지식을 

활용한 지능형 시스템(knowledge-based systems) 구축의 필요성을 살펴보았

다. 특히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등 인공지능 기술의 고차원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패션 도메인에 특화된 

속성과 이의 하위 속성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는 자동화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패션 분류체계와 학습데이터 셋의 특징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당위성을 찾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패션 도메인의 특성에 따른 지능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지능형 시스템은 지식의 산물들(knowledge artifacts)이 서로 어떻게 연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론을 통해 지식을 대표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

는 방식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개선으로 인간의 정보처리 방식을 기

계가 모방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기계가 도메인의 전문 지식과 규칙을 

학습할 경우 한정된 역에서 전문가와 유사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음이 증

명되었다(Feigenbaum & Buchanan, 1993). 이러한 방식은 패션 도메인에서도 

적용되어(예: 김정인, 2009; Chen et al., 2012; Cheng & Liu, 2008; 

Tokumaru, Muranaka, & Imanishi, 2003) 연구 결과를 추론하는 과정에 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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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heuristic)으로 적용되어 왔다.  

패션 산업은 트렌드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이끌며, 다른 어떤 산업보다 

상품수명의 주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디자이너의 직관

(intuition)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다(DuBreuil & Lu, 2020; Lin & 

Yang, 2019; Takagi, Simo-Serra, Iizuka, & Ishikawa, 2017). 이는 디자이너의 

예술적 견해를 따르기 때문에 상업적 데이터보다 투입되는 변수가 적으며, 

따라서 비즈니스 상에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DuBreuil & Lu, 2020; 

Israel & Avery, 2018). 

이제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적 의사결

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가, 언제 어떤 

상품을 가격인하를 할 것인가와 같은 기업의 이윤과 직결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적절한 마케팅의 시기와 전략 

등 무형의 브랜드 자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인공지

능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었다(김지은, 이진화,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패션 분야의 대다수 연

구는 초기 단계로, 기존의 디자인과 제조, 리테일링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Blakaj et al., 2019). 이는 패션 인공지능 학습이 현장

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주도하는 형태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패션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패션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인공지능 

기술에 전이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패션 도메인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축한 분류체

계와 그에 따른 학습데이터가 요구된다. 기술의 발달은 거대한 학습데이터 

셋 획득을 가능하게 하 다(Furukawa et al., 2019). 하지만, 웹 2.0 시대에서 

추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셋의 태그는 마이크로 블로그 내 해시태그를 다

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다(Nam, Joshi, & Kann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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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태그의 역할은 게시자가 주변인에게 사진의 내용을 설명하거

나 추가 상황, 의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텍스트를 사용하여 사진에 수동

으로 주석을 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 중심의 다른 소셜 미디어

와 다르게 사진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미와 기호,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전

달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플리커(Flickr) 사용자들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추가

함으로써 관찰자의 해석과 연상 작용을 돕는다. 하지만 사용자에 따라 태

그를 부착하는 개수에 차이를 보 고, 그에 따른 추천의 결과도 상이했다

(Sigurbjörnsson & van Zwol, 2008). 패션 제품의 경우도 상품명에서 추출한 

속성 값으로만 데이터 셋을 구축할 경우(Liu et al., 2016; Jia et al., 2019; 

Kiapour et al., 2014), 추천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고차원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정분야의 배경지식

인 도메인 지식을 인공지능 기술에 전이시키고 이를 충분히 학습하여 전

문가가 매번 브랜드 감성을 분류하지 않아도 이를 기계가 자동으로 대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모델 학습에 필요한 충

분한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 성능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박

진호, 2019),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파편적인 데이터 흐름을 해석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유은지, 기정철, 이춘열, 김남규, 2012). 따라서 

훈련된 도메인 전문가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패션 제품의 속성들을 라

벨링해야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신상품의 숫자에 비해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한계가 있어 인간이 직접 분류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2. 시각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

이미지 분류란 하나의 객체가 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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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지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내는 것이다(Parthasarathy, 2017). 2010년

대에 들어서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인 시각지능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

작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능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물체 

인식과 관련한 시각 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된 이미지 

인식 대회는 이미지 변환기술과 서포트 벡터 머신의 발전으로 1~3%씩 약

간의 성능 개선을 보이다가, Russakovsky와 연구팀(2014)이 딥러닝을 적용

하며 전년 대비 10%라는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보 다. 이후 지속적인 오

류율 개선을 보인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은 2015년을 기점으로 사람의 인

식 오류율인 5%를 넘어서기 시작해서 2017년에는 2%에 이르렀으며

(Cooper, 2019), 전 산업분야에서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최종현, 

2020). 

이미지는 시각 정보이기 때문에 색상, 도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보다 풍부한 정보를 내포한다(홍택은, 김정은, 신주현, 

2016).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감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

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감지하고, 색상, 스타일, 길이, 패턴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도 추출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되어 왔다. 이미지 인

식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은 텍스트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각지능

을 통해 이미지 속의 패션 속성을 자동으로 학습하고, 사용자 자신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취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안효

선 외, 2019). 

하지만 시각 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이 대중화되기 위한 선결 조건

으로 Gu et al.(2020)은 대규모의 통합된 패션 데이터 셋의 마련, 패션 데이

터를 대표하여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의 학습, 패션 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해

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고차원적 활용을 위해서는 

패션 도메인 지식을 시스템에 전이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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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시스템

패션 제품의 속성을 세 하게 분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은 패션 제품의 검색과 추천, 패션 트렌드 분석(Gu et al., 2020), 챗봇의 대

화문 생성 및 분석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류 속성 정보는 

착용자의 성별이나 상황, 의미를 추론하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기도 한다

(Chen, Gallagher, & Girod, 2012). 따라서 실제 패션 도메인의 지식을 추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며,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이질적인 대량의 데이

터를 통합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속성과 

하위의 속성 값인 메타데이터(metadata)5)를 정의해야 한다(Gruber, 1993; 

Kuiler, 2014).

1) 패션 상품의 속성 분류

패션 제품은 컬러, 프린트와 패턴 외에도 소재, 칼라(neck collar), 길이, 

여밈(fastener), 단추의 수와 같이 시각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명시적인 요

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조합으로 의미적인 요소들, 즉 언어 등으

로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암시적 요소가 생겨나게 된다(Guan, Qin, Ling, & 

Long, 2018; Guan, Qin, & Long, 2019). 

[그림 3]에서와 같이 속성 데이터는 선, 형태, 컬러, 프린트와 패턴, 소재 

등과 같이 의복 그 자체가 가지는 명백한 특성을 가지며 메타데이터로 표

기(annotation)될 수 있고, 문자 등으로 정의(denotation)할 수 있다. 반면, 의

미 데이터는 착용자와 관찰자의 의사소통에서 문화적, 감정적으로 달리 해

석되는 함축적인 연상(connotation)으로 스타일(예: 클래식, 엘레강스, …)이

5) 구조화된 정보를 분석, 분류하고 부가  정보를 추가하기 해 데이터에 따라가는 정보로 특정 

정보를 여러 측면에서 기술함. 공동 사업 목  는 공통의 심사를 갖는 기  는 기업들이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하거나 주로 효율 인 데이터 검

색과 데이터 해석을 한 목 으로 사용함(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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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호도, 바디이미지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암시적인 의미 요소를 데이

터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념의 측정이 요구된다. 

[그림 3] 의복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 셋의 구성
※ 출처: Guan et al., 2018.

위의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의 확대 

로 체계적인 제품 분류와 추천을 위한 학습에 필요한 패션 분류체계와 말

뭉치를 설계하여 왔다. 김정인(2009)은 여성복의 특징을 핵심속성, 보통속

성, 상세속성으로 나누었는데, 핵심속성은 시각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체

감할 수 있는 속성이며 모든 의복의 공통속성인 색상, 문양, 소재이이다. 

보통속성은 상의나 하의의 부분적인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라인, 네크라

인, 소매길이, 옷깃(칼라), 버튼 수이다. 마지막으로 상세속성은 의류의 국

소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커프스, 포켓, 디테일이 포함된다. 이를 

속성 객체로 모델링화하고 속성의 상속관계를 정의하 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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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성복 속성의 상속 계
※ 출처: 김정인, 2009.

한서 (2014)은 인터넷 쇼핑몰의 패션 제품 분류방식에 따른 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 의류 제품의 분류체계를 정리하 다. 품목에 따라 패션 제품

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르면, 상의, 하의, 치마, 재킷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목적/용도/혜택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정장, 캐주얼, 이너웨어, 스

포츠, 잠옷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착용자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여

성복, 남성복, 아동복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착용 순서에 따라서 외의와 

내의로, 분리 형태에 따라 상의, 하의, 원피스로 구분하고 있었다. 

Park and Choi(2019) 및 박낭희와 최윤미(2020)는 머신러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위 온라인 패션 쇼핑몰과 패션 전문서적 및 실무자들의 현

장용어에서 패션 속성들을 추출하여 G(general)-레벨과 S(specific)-레벨의 위

계적인 분류 시스템을 개발했다. G-레벨은 포괄적인 단계로 배타성을 지니

는 반면, S-level은 G-레벨의 하위 범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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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와 같이 의류를 3차원의 구조로 형성하는 요소들은 구조적 범

주이자 G-레벨인 반면, 의복 표면의 시각적 특성인 장식적 요소는 S-레벨

로 구분한다. 연구자들은 총 10개의 아이템(코트, 재킷, 점퍼, 블라우스, 셔

츠, 스웨터, 스커트, 바지, 원피스, 조끼)과 소재, 컬러를 G-와 S-레벨의 계

층구조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상의의 경우, 목(Neck)의 G-level은 라운드, 

각진, 밴드 칼라, 셔츠 칼라, 후드 등이 있으며, 라운드 하위의 S-레벨에는 

U, 보트(boat), 카울(cowl), 크루(crew) 등이 포함된다.

범주 차원 메타데이터에서 추출한 속성 내용

Structural
구조

shape(형태) body shape, bottom shape, fit, ease, cut, dart, york
length(길이) sleeve length, bodice length, bottom length, crotch length

fastening(여 ) closure, fastening location, fastening method, half/full, single/double, quantity
neck(목) neckline, collar, part of neckline or collar

sleeve(소매) sleeve length, sleeve width, sleeve shape, armhole shape, sleeve 
hemline, cuffs, part of sleeve, sleeve decoration

waist(허리) waist location, type of waist, waist length, part of waist
hemline( 단) hemlines shape, sleeve hemline, bodice hemline
shoulder(어깨) shoulder type, shoulder width, shoulder line, shoulder pad

Decorative
장식

decoration(장식) trimming, embroidery, patch
pocket(주머니) type of pocket

pleats(주름) type of pleat
※ 출처: Park & Choi, 2019.

[표 1] 패션 아이템을 구성하는 속성

2) 기계학습을 위한 패션 데이터 셋의 구축

분류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과정 

역시 학습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 이미지 인식 기술의 성능 개선과 함께 

패션 속성이 라벨링된 대용량의 패션데이터 셋이 배포되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패션 쇼핑몰과 소셜 미디어의 패션사진 수집을 통해 구축된 

Deepfashion 데이터 셋(Liu et al., 2016)의 경우, 289,222장의 방대한 패션 

사진에 1천여 개의 속성을 태깅(tagging)6)한 딥러닝 학습용 패션 데이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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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약 80만장의 패션 이미지가 50개 패션 카테고리에 분류되고, 1,000개

의 속성이 주석으로 태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 인식을 위한 랜드마

크(landmark) 위치점 역시 데이터 셋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

장, 스트리트 사진, 소비자 SNS 속의 패션 이미지를 쌍(pair)으로 30만장 

가량 매칭 시켜 두어 이미지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자 Jia et al.(2019)이 개발한 Fashionpedia는 온톨로지

와 데이터 셋의 조합이다. Fashionpedia의 데이터 셋은 일상생활과 유명 인

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집한 50만장의 의류 사진이 포함된 의류 분할

(segmentation) 마스크7)의 데이터 셋이다. 두 명의 패션 전문가가 매뉴얼을 

참고로 의류 분할 마스크에 주석을 달았고, 열다섯 명의 전문가들을 고용

하여 1차 분류된 분할 마스크에 상세 속성을 정교하게 라벨링했다. 패션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패션 온톨로지는 46개 의류 아이템(메인 27개, 부

분 19개)와 92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학술연구에 주로 언급되는 패션 데이터 셋을 [표 2]에 정리하

여 보았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패션 데이터 셋은 주로 패션 제품의 명

시적인 속성에 대한 분류에 초점을 두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션 

제품의 디자인 속성은 기호(sign)에 불과하다. 착용자와 관찰자가 이의 의

미를 해석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기호가 가지는 암시적인 의미 

요소 대한 판별이 필요하다. [표 2]에서와 조사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암시적 속성의 분류는 주로 ‘스타일’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패션 상품

6) 특정 상에 키워드(태그)를 부여하는 행

7) 시각 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분할은 주어진 디지털 이미지를 작은 픽셀 단 인 세그먼트로 나

고, 이를 하나씩 조사하면서, 재 조사 상 픽셀이 어느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매칭하

는 과정이다(Singh & Singh, 2010). 해당 픽셀이 특정 사물의 일부일 경우, 해당 픽셀의 치에 

클래스를 나타내는 ‘값’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측 결과물을 생성한다. 만약 상 객체가 어느 

클래스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는 배경(background) 클래스로 규정하며, 측 결과물의 해당 

치에 0을 표시한다. 이 게 생성된 숫자 결과물을 마스크(mask)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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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이 주로 ‘스타일(형용사)+아이템(명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이동엽 

외, 2017; Sadeh, Fritz, Shalev, & Oks, 2019), 학습 데이터 구축이 비교적 

쉽기 때문일 것이다. 

데이터 셋 (년도) 이미지 수 명시  속성 암시  속성

Hipster wars (2014)  1,893 아이템 스타일(5개)

DARN (2015) 540,000 버튼, 카테고리, 컬러, 길이, 패턴, 형태, 
칼라 모양, 소매 길이, 소매 형태 none

DeepFashion (2016) 800,000 카테고리, 텍스쳐(패턴), 소재, 
형태, 부분(디테일)

스타일이 있지만, 
명시  요소에 섞임

Fashion-MNIST (2017) 70,000 T-shirts/Top, Trouser, Pullover, Dress, Coat, 
Sandal, Skirt, Sneaker, Bag, Ankle Boot none

FashionStyle14 (2017) 13,126 none 14종의 스타일
Fashion-Gen (2018) 325,536 카테고리, 서 카테고리 none

ModaNet (2018) 55,176 Bag, Belt, Boots, Footwear, Outer, Dress, Sunglasses, 
Pants, Top, Shorts, Skirt, Headwear, Scarf & Tie none

FashionAI (2019) 357,000 아이템, 디자인(특성, 소재, 패턴(컬러, 그래픽)) none
Fashion IQ (2019) 77,684 소재감, 직물, 형태, 부분 스타일(형용사)

[표 2] 패션 데이터 셋의 특징

제 3 절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과 학습

이번 절에서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기본 개념이 될 하

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을 정의하고, 감성을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를 

고찰하 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사

진에서 디자인 요소 뿐 아니라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부분을 추출해 

온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각지능을 활용한 패션의 감성 

속성 추출 방법을 설계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실효성 있는 

학습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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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브랜드 감성

1) 패션 브랜드 감성의 정의  

감성은 브랜드의 디자인 개발에 있어 차별화를 위한 필수요인으로도 알

려져 있다(김유진, 이경희, 2003; 김유진, 이경희, 2004). 패션 브랜드 비즈

니스는 매 시즌 이익을 목표로 독특한 감성을 투 한 신제품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소통 한다. 여기서 패션 제품은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는 기호이

며, 소비자들은 해석에 따라 제품에 대한 다양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소

비자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패션 제품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

며,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패션 브랜

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Escalas & Bettman, 2005), 패션 브랜드

와 리테일러에게 패션 브랜드의 감성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에서 감성(sensibility)은 인간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복합적이고 다

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감성보다는 감정, 동기, 태도 등 조작 가능

한 개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의류학에서 감성은 실루엣, 컬

러, 프린트와 패턴, 디테일 등 의복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 각각이 전달하

는 조형적 감성과 이들의 결합으로 전달되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평가된다

(김유진, 이경희, 2003). 선행연구에서 패션 감성은 주로 형용사로 표현이 

되며, 형용사 어휘들을 요인 분석하여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감

성을 분류해 왔다(김유진, 이경희, 2003; 김유진, 이경희, 2004; 문주 , 정

수진, 2014; 박송애, 2013; 유지헌, 2011; 이경희, 김유진, 2001). 

한편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가 가진 유․무형적 속성

의 평가를 통해 태도를 형성하고(Aaker & Shansby, 1982; Gutman, 1982; 

Keller, 1993; Shahid, 2019; Vriens & Hofstede, 2000),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의 선호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속성의 조합이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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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미지로 떠올린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브랜드 감성은 제품의 단일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유·무형적 속성요소들의 총체적인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진다(Zhang, 

Hu, Chen, Chen, & Shi, 2012). 

본 연구에서도 패션 브랜드 감성을 패션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하고 독

특하면서 일관성 있는 유·무형의 디자인 요소가 결합하며 유발하는 감각적

인 연상과 느낌으로 정의하 다. 패션 제품의 유형적 속성은 제품이나 서

비스를 다른 경쟁사들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의 형태 또는 외관

과 관련된 속성으로 시그니처한 컬러, 소재, 프린트와 패턴, 스타일, 디테

일, 로고플레이 등으로 브랜드마다 상징성과 전형을 가지며, 이들이 결합

하면서 브랜드의 감성을 표현한다(Fionda & Moore, 2009; McQuarrie & 

Phillips, 2008; Phillips, Mcquarrie, & Griffin, 2014). 무형적 속성은 브랜드가 

가지는 상징적이며 외재적인 속성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의 독창성, 감각, 브랜드 네임, 로고 연상, 브랜드 전통 등으로 이들 

역시 브랜드를 구성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형성시키는 도구가 된다(Keller, 

2003). 이 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의 뮤즈(muse), 모델의 포즈 등 제품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요소 모두 패션 브랜드의 감성에 향을 미친다(Barron, 

2019). 이처럼 패션 디자인의 유형적, 무형적 속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특

정 패션 브랜드 감성에 대한 연상과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2) 브랜드 감성과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정체성의 관계

브랜드 감성과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용어로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정

체성이 있다.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는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접

할 때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cognitive), 감정적

(emotional), 감각적(sensory) 연상(Carpenter, Moore, & Fairhurst, 2005; 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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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re, 2015; Clarke, Perry, & Denson, 2012)에 대한 총체적 집합이다(Kim et 

al., 2017; Ross & Harradine, 2011). 이는 과거 인상적인 경험이나 브랜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형성된 강력하고 호의적이며 독특한 브랜드에 대

한 연상 작용이다(Keller, 2003). 

인지적 연상은 제품 및 서비스 속성, 성능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적 

신념과 생각, 평가를 반 한다. 감정적 연상은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적 혜

택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형성된 즐거움, 행복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이다. 

감각적 연상은 제품 및 소매 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생성된

다. 주로 제품의 외관과 감촉(texture) 등 유·무형적 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포함하여, 리테일 환경에서의 음악과 향기, 조명 등을 통해 특정 

브랜드에 대해 학습 한다(Keller, 2003). 나아가 광고를 통해 접하는 간접적

인 경험 역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ultén, 2011). 

패션 제품의 경우에도 디자인, 리테일 환경, 프로모션 등을 매개체로 브

랜드에 대해 감각적 연상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적, 감정적 

요소를 평가하고, 나아가 총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Cho & Fiore, 2015). 따라서 패션 브랜드 감성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제품의 유·무형적 속성에 대한 감각

적 연상을 통해 형성하는 인지적, 감정적 요소의 총체적인 의미라 보았다.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은 특정한 대상이나 제품, 서비스에게서 느

껴지는 개성, 독특성 또는 차별화된 특성이다(Ghodeswar, 2008; Ross & 

Harradine, 2011; Roy & Banejee, 2014). 브랜드 정체성은 발신자와 청중 사

이의 연결고리로 브랜드 이미지 보다 우선되는 기업의 전략적 토대이다

(Kapferer,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정체성은 비즈니스 맥락에서 

심볼이나 서체, 로고 등 기업의 시각적 표현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

우가 많았다(Smith & Taylor, 2002; Ross & Harradine, 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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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정체성이나 브랜드 이미지는 유·무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한다는 점에서 브랜드 감성과 유사하게 생각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

서 주장하는 패션 브랜드의 감성은 심미적 관점에서 패션 브랜드가 형성

한 고유하고 독특하면서 일관성 있는 유무형의 디자인 요소가 결합하며 

유발하는 함축적인 개념으로 앞의 두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하

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경우, ‘구찌스러운’, ‘샤넬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처럼 

이미 브랜드 감성이 업계에 통용되고 이러한 브랜드 감성으로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에 대한 

선행 연구는 비즈니스 전략 케이스 스터디(예: Moore & Birtwistle, 2004)나 

다른 제품으로의 브랜드 확장 전략(예: Hennigs, Wiedmann, Behrens, 

Kklarmann, & Carduck, 2013), 브랜드의 원산지 효과(Jung, Lee, Kim, & 

Yang, 2014), 새로운 소비자의 출현(예: Giovannini & Thomas, 2015), 사회적 

책임(예: Janssen, Vanhamme, & Leblanc, 2017), 하이엔드 패션 디자인 위조 

현상(예: Copeland, Ciampaglia, & Zhao, 2019)을 위주로 다루었다. 

2.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

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의미와 역할

패션산업은 가격과 품질에 따라 전통적으로 고급 맞춤복인 오트 꾸튀르

(haute couture)에서부터 고급 기성복(ready-to-wear),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

나 디자이너 제품 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해진 상품으로 구성되는 세컨드 

라인(diffusion line 또는 bridge line), 생산 부분에서 가장 저렴하고 고도로 

산업화된 대량생산 브랜드(mass market)의 위계로 구성된다(Yu, Hudders, & 

Cauberghe, 2018). 하이엔드 패션은 오트 쿠튀르,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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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용어로 최고급 맞춤복을 의미한다(이세리, 2014). 하이엔드 브랜드 

또는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명품이라

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며(Mortelmans, 2005),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 

개념이 변화하 기 때문이다(Cristini, Kauppinen-Räisänen, Barthod-Prothade, 

& Woodside,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가격과 품질, 미학, 희귀성 등은 하이엔

드 패션 브랜드의 공통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Ko, Costello, and 

Taylor(2019)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을 제공하고, 기

능적 또는 감정적 혜택을 전달하며, 장인정신, 예술가정신에 기반을 둔 권

위적인 이미지를 주며, 소비자와 깊은 유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하 다.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은 런웨이나 패션 매거진에 자신들의 상품을 의

도적으로 연출한다(Corona & Godart, 2010). 이는 패션 트렌드 위계의 가장 

상층에 위치하면서, 경쟁 브랜드 또는 하위 브랜드와 차별화된 독특한 브

랜드 감성을 전달하며, 차별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는 로고, 컬러, 형태(shapes), 서체, 캐릭터, 스타일, 온

라인 쇼핑몰 기타 명시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독특한 연상을 불러일으키

고,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한다(McQuarrie & Phillips, 2008; Park, Kim,  

Funches, & Foxx, 2012; Phillips et al., 2014). 이러한 유형적 요소 외에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독창성, 감각 또는 장인정신 등의 무형적 속성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가치를 고양시킨다(김지우, 전여선, 김 삼, 2016; 

Ko et al., 2019).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가장 큰 차별점은 브랜드와 개인의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바탕으로(Hagtvedt & Patrick, 2009) 소비자들이 이들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구매하고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고 고

양시키려 한다는 점이다(Sung, Choi, Ahn, & Song, 2015). Keller(2003)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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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드 패션 브랜드가 동일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른 제품과 합리성, 상

징성, 감정적, 유형적, 무형적 차이를 지닌다 하 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성비가 높은 제품

을 선택하기보다 무형적 또는 상징적 효용을 전달하는 제품을 선택한다. 

또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각적 요소를 강

렬하게 발산한다(Liu, Li, Mizerski, & Soh, 2012; Sung et al., 2015). 

디자이너가 곧 브랜드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경우, 디자이너는 디

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한 패션 스타일을 통해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김도희, 2011). 또한 자사 브랜드에 대한 소비

자의 정서적 몰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에 끊임없이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의미와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브랜드 감성을 소비자와 공유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 

안에서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는 일관된 브랜드 감성을 전달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Fionda & Moore, 2009).

2)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의 전이

패션 브랜드의 위계 구조를 설명하는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지만

(Doeringer & Crean, 2006; Jin & Cedrola, 2017; Kapferer, 2008; Wall & 

Large, 2010),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하이엔드 럭셔리 패션 브랜드(top)에서 

패스트 패션이나 리테일 브랜드(mass), 그리고 소비자(bottom)로 트렌드가 

전파되는 탑다운 관점(top-down perspectives)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Veblen의 하향 전파 이론(trickle-down perspectives)은 상류층은 남다른 스

타일을 통해서 자신과 대중의 차이를 벌리려고 하고 대중은 상류층을 따

라함으로서 차이를 줄이려고 한다(Delong, 2021). 따라서 상층에 해당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은 리테일 브랜드 및 소비자와 공유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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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패션산업에서는 패션 브랜드 위계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나 온라인 리테일러들의 부상과 함께 하이엔드 브랜드의 디자

인을 모방하여 자사 라벨로 빠르게 생산-판매하는 디자인 위조(knockoff)가 

자주 언급된다(Copeland et al., 2019). 이러한 현상은 패션 위계를 관통하여 

공유되는 브랜드 감성의 존재를 시사한다. 또 하나의 예로 김지수와 김미

(2020)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뉴트로(new-tro) 디자인 트렌드가 럭셔리 브

랜드, 매스 스포츠 브랜드, 스트리트 브랜드를 아우르며 조형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패션 산업에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역할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정체

성이나 원형에 가까운 DNA를 제시하는 데 있다(Lars, 2004/2006). 소비자들

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가 발신하는 디자인 요소와 함께 의미적이고 함

축적인 요소를 해석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감성에 가까운 패션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는 자신의 브랜드 감성을 경쟁 브랜

드와 충분히 차별화시키기 위해 감각적으로 상품을 연출해야 하고, 자신의 

브랜드 감성과 일치하는 소비자를 발굴하여 소비자 인게이지먼트를 높이

고자 노력한다.

3. 패션 감성의 하위 속성과 판별 방법 

1) 관찰과 설문을 이용한 패션 감성의 측정 방법

제품이나 환경의 주체인 인간의 감성을 정량화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절차는 신경생리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측정 방식과 감성어휘를 이용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대인지각의 주관적 측정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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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감성을 측정하는 선행연구(김유진, 이경희, 2003; 김유진, 이경희, 

2004; 문주 , 정수진, 2014; 박송애, 2013; 유지헌, 2011; 이경희, 김유진, 

2001)에서는 전문가나 전공자를 대상으로 의복의 디자인 요소 또는 브랜

드, 브랜드 웹사이트 페이스 등 비물질적 요소에 대한 이미지 지각을 측정

하 다. 주로 감성 척도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유사한 감성을 집단화시키는 방법을 따라왔다. 

감성의 측정은 전문가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다양한 개인의 감성에서 공통된 보편적 감성 요소를 발

굴하여 패션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다음 연구

들은 디자인과 감성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Kobayashi(1987)는 3가지 컬러 조합이 야기하는 감성을 바탕으로 컬러 

이미지 척도(color image scale)를 개발하면서 이를 패션 아이템이나 직물에 

확대 적용하 다([그림 5]). 이미지 척도에 등장하는 12개의 심리적 감성그

룹 중 ‘elegant’와 ‘smart(stylish)’는 이미지 척도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전자

는 온화함(mildness)을, 후자는 차분함(quietness)을 표현하지만, 이 두 이미

지는 공통적으로 옷차림이 드레시(dressy)하고, 그레이시(grayish)하다. 시원

하고 부드러운 Ⅰ 사분면에는 ‘romantic’, ‘clear’, ‘refine’이 위치하는 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의 Ⅱ 사분면에는 ‘pretty’,  ‘festive’, ‘casual’, 

‘romantic’이 위치한다. 따뜻하면서 단단한 Ⅲ은 ‘dynamic’, ‘gorgeous’, 

‘traditional’이 위치하며, 시원하면서도 단단한 Ⅳ 사분면은 ‘formal’과 

‘smart(stylish)’가 위치한다. 

이러한 감성은 [그림 6]에서와 같이 패션 직물의 무늬에서도 적용이 되

는데 추상무늬(representational pattern)는 따뜻하며, 기하학적인 무늬는 차갑

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분면에는 꽃무늬가, 시원하고 딱딱한 사분면에는 

줄무늬가 해당하며, 이러한 속성이 뚜렷하지 않은 중앙에는 명료한 도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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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시한 작은 무늬들이 있다. 따라서 감성과 디자인 요소는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에 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는 패션 감성의 측정 방식은 새로

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인간의 주관적 감성을 매 번 사람이 직접 측정

하거나 분류해야 하는데(김유진, 이경희, 2003),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또한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감성의 분류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 속성과 상징의 결합으로 전달되는 총체적인 이미지인 

감성을 사람이 특정 언어와 점수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림 5] Fashion Image Scale
※ 출처: Kobayashi,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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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rint & Pattern Image Scale
※ 출처: Kobayashi, 1987.

2) 딥러닝을 이용한 패션 감성의 판별

패션 제품의 특성 상 다른 공산품에 비해 속성을 규격화하고 수치화하

기가 어렵다. 의류의 명시적 속성과 달리 패션 감성이나 패션 스타일과 같

은 암시적 속성은 사람들이 의복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Gu et al., 2020). 따라서 패션 스타일에 대한 예측은 주

로 지도 학습의 방식을 따라왔다. 즉, 스타일을 예측하기 위한 분류기를 

구성하고 스타일 속성이 라벨링 된 데이터 셋을 훈련시켜, 새로운 이미지

가 투입되었을 때 특정 스타일로 예측하는 것이다. 즉, 훈련된 신경망 모

델을 사용하여, 시스템은 투입된 데이터의 목표 출력 값을 추론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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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인 것이다(Wang & Rasheed, 2014). 지도학습에 투입되는 입력 값은 텍

스트(예: Bossard, Dantone, Leistner, Wengert, Quack, & Gool, 2012; Cheng 

& Liu, 2008)와 이미지(예: Kiapour et al., 2014; Ma, Jia, Zhou, Fu, Liu, & 

Tong, 2017; Takagi et al., 2017) 모두 가능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이용

하는 연구에서는 속성의 하위 조합들 간의 동시발생비율을 분석하 고, 이

를 통해 스타일을 예측하 다. 

이미지를 직접 학습 데이터로 투입시키는 Kiapour et al. (2014)의 사례에

서는 패션 스타일을 힙스터(hipster), 고스(goth), 프레피(preppy), 핀업(pinup), 

보헤미안(bohemian)의 다섯 가지로 정의하 고, 이미지의 속성이 라벨링 된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훈련시켰다([그림 7]). 그림의 좌측은 스타

일 속성이 가장 두드러진 사진이고, 우측은 속성이 가장 적게 나타난 사진

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스타일을 규정하는 규칙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지도 학습을 통해 암시적 속성에 대한 판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패션 스타일 분류기 Hipster wars의 지도학습 결과
※ 출처: Kiapour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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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정답 셋을 주고 학습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유사성의 패턴을 찾

아서 분류해내는 비지도학습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Gu et al., 

2020). Lee, Seol, & Lee(2017)는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옷의 조합을 이미지 

보드(board)로 만들고 연결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소셜 

커머스 폴리보어(Polyvore)에서 약 30만장의 착장 사진을 수집하 고, VGG 

Net(Simonyan & Zisserman, 2015)을 사용하여 패션 사진 각각을 1,024개 벡

터로 변환시킨 후, 2D 맵으로 시각화하 다([그림 8]). 그림에서와 같이 서

로 유사한 아이템(예: 파란색 상자의 블랙 미니 스커트) 또는 비슷한 맥락

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조합(예: 빨간색 상자의 상하의 세트)은 서로 가까운 

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사성 분류 패턴을 살펴

보면, 결국 형태와 컬러가 서로 비슷한 것을 가까이에 위치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 스타일은 단순히 형태와 컬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비지도학습을 활용한 스타일 분류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림 8]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패션 스타일의 분류 
※ 출처: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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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적 속성의 지도 학습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도 학습을 활용한 패션 제품 인식에서는 정답 셋을 구축하기 위한 도

메인 정보 출처로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활용해 왔다(예: Jia et al., 2019; 

Sadeh et al., 2019).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의 속성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수집의 편의성은 높지만, 특정 시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다보면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속성이 등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 속성으로 분류시

키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Park & Choi, 2019). Kwon, Choi, Kim, & 

An(2020)은 소셜 미디어에 주로 등장하는 패션 스타일 유형을 분류하 는

데, 캐주얼과 스포티(sporty)와 관련한 단어만 중점적으로 도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편의적 수집방식은 데이터의 특성에 향을 받을 수 있다.

속성에 대한 학습이 잘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패션 사진이 전달

하는 총체적인 감성을 분류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그마저도 하위 속성 간

의 차이를 정의내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패션 사진이 전달하는 총체적인 

심상을 분류한 Takagi et al.(2017)의 선행연구에서 패션 도메인 전문가들은 

패션 트렌드를 14개의 스타일8)로 분류하 다. 이를 전문가들이 선정한 13

천여 장의 대표 패션 사진으로 지도 학습하여, FashionStyle14라는 명칭의 

데이터 셋을 공개하 다([그림 9]). 하지만 캐주얼(casual)은 다른 개념을 포

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갤(gal)과 로리타(lolita)의 경우, 패션 도

메인 용어로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예시로 제시한 패션 사진을 보았을 때, 

갤과 걸리시(girlish), 보수적인(conservative)과 유행(mode) 속성에 대한 차이

를 명확히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8) conservative, dressy, ethnic, fairy, feminine, gal, girlish, casual, lolita, mode, natural, retro, rock,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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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ashionStyle14의 열네 가지 스타일 분류 시
※ 출처: Takagi et al., 2017.

Ma et al.(2017)은 10년 동안의 런웨이 사진 32,133장을 보그(Vogue)에서 

수집하고, Kobayashi(1987)의 패션 이미지 스케일을 활용하여 딥러닝을 시

켰다. 이 스타일 예측 시스템은 패션 이미지 스케일에서 착안한 스타일의 

의미론적 공간(Fashion Semantic Space; FSS)과 추출된 패션 속성간의 관련

성을 분석하는 Bimodal Correlative Deep Autoencoder(BCDA) 모듈로 구성된

[그림 10] 딥러닝과 상 계 분석을 활용한 패션 감성 분류기
※ 출처: Ma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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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SS는 패션 이미지 스케일에서 선정된 대표적인 형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Amazon)의 의류 카테고리 내에

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527개의 심미적 용어들을 수집하고 유사성 분석을 

통해 의미 공간 내 단어를 확장시켰다. FSS 내 대표 형용사들과 가까운 거

리에 배치시켰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특정 시즌의 런웨이 이미지에서 상하의의 특성을 

추출하면, BCDA에서 이들 속성간의 상-하의 매칭 규칙과 패션 스타일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BCDA를 통해 추출된 정보들은 회귀분석의 변수로 투

입되고, 그 결과 FSS 상의 특정 위치에 맵핑(mapping) 된다. 브랜드 별로 

특정 시즌에 유사한 감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Ma et al.(2017)의 연구는 패션 사진의 이미지를 학습하며 사진에서 유

효한 패턴을 찾아내기보다, 이미지 인식기술을 통해 상하의 속성을 추출하

고, 이들 간의 관련성에 기초해 패션의 감성을 예측하 다. 또한 패션 의

미 공간의 심미적 용어들을 대중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집하 기 때문

에, 런웨이 패션사진의 감성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다.

이상에서와 같이 암시적 속성을 판별하는 방법을 다룬 선행 연구의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감성의 하위 속성을 도메

인 지식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특히 패션 사진의 의미

적 요소인 패션 브랜드 감성을 학습하기 위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런

웨이 사진 뿐 아니라,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발행된 화보, 광고 사진을 수

집하고 지도학습의 학습용 데이터로 투입하여, 특정 시기에 편향된 브랜드 

감성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의 원천을 설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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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의 

추출과 학습

앞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에서 패션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션 디자인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

식하는 것과 함께 총체적이고 의미적인 요소의 추론과정 역시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하면서 일관성 있

는 유·무형의 디자인 요소가 결합하며 유발시키는 감각적인 연상과 느낌을 

패션 브랜드의 감성이라 정의하고, 패션 브랜드 감성을 대표적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으로 구성하 다. 이후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성 별

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지도학습하여 패션 사진을 특정 하이엔드 패

션 브랜드 감성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서술하 고, 해당 성능을 다각도로 

검증해 봄으로써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의 실효성을 증명해보고자 하 다.  

제 1 절 연구 문제

패션산업은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인해 혁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패션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전통적인 공급사슬에 향을 미치고 있다(Gonzalo,  

Harreis, Altable, & Villepelet, 2020). 특히, 유통과 판매 분야에 패션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한 추천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감성적인 분야인 패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 및 분류에 대한 기준은 실무에서 요구

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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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지능은 패션 디자인 속성 인식의 성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Chakraborty et al., 2020; Kiapour et al., 2014; Liu et al., 2016; Takagi et al., 

2017). 하지만 패션 산업에서 주로 창출하는 데이터의 원천은 고차원적 이

미지가 많고, 주로 이미지에 담긴 기호와 상징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때문

에 패션 감성 등 주관적 속성을 측정하는 기술도 함께 요구된다. 

패션 제품의 시각지능 연구는 비교적 정보 수집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몰이나 SNS 등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여 복종, 아이템, 길이감, 컬러, 

소재감, 스타일, 디테일 등의 하위 속성들을 지도 학습해 왔다. 하지만, 학

습데이터가 패션 트렌드의 전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최신의 트렌드만을 

반 했거나(Liu et al., 2016; Jia et al., 2019; Kiapour et al., 2014), 전문서적

에서 용어들을 수집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하여(Park & Choi, 2019; 박낭희, 

최윤미, 2020) 실무 용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패션 디자인 속성의 

인식 성능 향상을 목표로 상품 역만을 경계선(bounding box)으로 분리하

고 학습하 기 때문에 착장 사진의 전달하는 주관적 감성의 측정과 분류 

연구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기술로 배경이나 조명, 모델의 

포즈, 헤어나 메이크업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착장 사진이 전달하는 감

성 등 암시적 속성을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한 감성은 디자인 속성 

의 조합에서 오는 암시적 의미라는 전제하에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

성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하여 봄으로써 시각지능이 디자인 속성

의 인식 뿐 아니라 주관적인 개념인 브랜드 감성도 측정하고 분류할 수 

있는 지 실험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패션 제품의 디자인 속성 뿐 아니라 암시적인 개념인 패션 

브랜드 감성도 시각 지능으로 판별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 48 -

제 2 절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절차

연구 1의 개요는 [그림 11]과 같다. 패션 브랜드 감성이 확실하게 전달

되고 있는 대표적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브랜

드 감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위주로 브랜

드 감성을 축소한 후, 이들 그룹을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클래스로 규

정한다. 패션 감성의 하위 클래스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을 학습하

기 위해 런웨이와 광고에서 패션 사진을 수집하고, 지도 학습을 수행한다. 

이어서 개발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평

가하여 볼 것이다.  

하이엔드 패션 랜드의 감성 기반 유사도 평가

▽

하이엔드 패션 랜드의 감성 군집화 

▽

하이엔드 패션 랜드의 컬 션, 잡지 사진 수집
▽

군집을 기반으로 한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의 지도 학습

▽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 분류기 개발

▽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 평가 

▽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 분류기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 제안 (연구 2)
[그림 11] 연구 1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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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절차 1. 패션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패션 브랜드의 감성이 잘 드

러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선정한다.

특정 패션 감성을 훈련하기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및 분류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패션 트렌드를 ‘Top, Mass, Bottom’의 위계로 구분하고(Doeringer 

& Crean, 2006; Jin & Cedrola, 2017; Kapferer, 2008; Wall & Large, 2010),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확고한 브랜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성

이 다른 브랜드나 고객과 공유된다고 여겨지는 Top 층의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20개 선정한다. 

2) 절차 2. 브랜드 간 감성 유사도를 바탕으로 유사한 브랜드 감성을 묶

어 대표 감성군을 추출한다. 이를 대표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성으로 지정

한다.

패션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디자이너, MD, 바이어, 교수)를 

대상으로 20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한다. 유사도를 기반으로 대표 감성으로 클러스터로 차원을 축소시키

는 다차원 분석법을 수행할 것이다. 

3) 절차 3. 대표 브랜드 감성으로 분류된 브랜드의 패션 사진을 런웨이

와 패션 잡지에서 수집하고,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브랜드 감성을 지도 

학습한다. 

대표 브랜드 감성에 속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컬렉션과 패션 잡

지 화보 및 광고 사진을 수집하여,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9) 기반 지도 학습을 수행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델 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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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크기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특히 고화질 시각자료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EfficientNet(Tan & Le, 2019) 구조를 사용

해서 ImageNet ILSVRC 데이터 셋으로 사전 훈련(pre-trained)을 수행한 후, 

EfficientNet 모델의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 3계층의 다층신경망을 추가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수 보다 확보한 데이터 수가 상대적

으로 적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 증강 기법(data 

augmentation)을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미지 회전 변환과 좌우 반전 

변환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증강 시킨다. 개발된 브랜드 감성 분류기에 패

션 착장 사진을 투입하면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군 별로 예측 분포가 도출

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4절에서 자세히 서술하 다.

4) 절차 4. 개발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기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각도로 평가용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정확도 성능지표를 비교하여 

본다.

먼저 학습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브랜드 감성을 대표한

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패션 사진과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21 F/W 이

후 최근 시즌의 패션 사진을 태그워크 웹사이트와 보그 잡지에서 브랜드 

별로 랜덤하게 10장 이내를 수집하여 평가용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패션 

사진을 개발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기에 투입하여 브랜드 감성군에 

속할 각각의 확률을 0~1사이 값으로 출력하고, 이중 가장 높은 비율로 예

측된 Top-1 클래스를 함께 라벨링 한다. 

예측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보여주는 오차 행렬(confusion 

9) 일반 신경망과 달리 합성곱 연산을 사용하는 신경망  하나로, 일반 신경망이 이미지 데이터

를 원본 그 로 신경망에 투입하여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반해, 합성곱 신경망은 사람의 시각 

인지 방식을 모사하여 이미지 데이터의 세부  특질(local feature)부터 구조  특질(global 

feature)까지 계층 으로 합성곱 연산을 사용해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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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로 나타내는데, 이때 예측 값은 Top-1 클래스로 예측된 브랜드 네임

이고, 실제 값은 패션 사진의 패션 브랜드의 네임이다. 오차행렬을 바탕으

로 정확도, 정 도, 재현율, F1-score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다.

또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을 정성적으로도 검증해 

보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패션 사진이 해당 브랜드 감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 아주 동의한다)로 

측정한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계의 판별 성능을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를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를 측정해 보기 위해 국내 여성 패션 쇼핑몰 이미지를 수집한 후, 기계가 

예측한 패션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과 전문가가 예측한 결과를 비교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 대비 분류기의 성능을 예측해 볼 것이다. 

5) 용어의 정의  

지도학습(supervised training) : 연구자가 정답이 분류된 학습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키고,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정확도(accuracy) : 모델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전체 데이터 중 예측 값(predicted class)과 실제 

값(actual class)이 동일한 건 수 이다. [표 3]에서 전체 데이터 중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Actual classPredicted class positive (YES) negative (NO)positive (YES) True positive False positivenegative (NO)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표 3] 오차행렬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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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도(precision) : 모델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지 예측 값(Predicted 

class=YES; True positive+False positive)에서 실제 값의 정답(True positive)의 

비율로 계산한다. 

재현율(recall) : 실제 정답(Actual class=YES; True positive+False negative) 

중에서 모델이 정답(True positive)을 정확히 예측한 비율이다. 즉, 정 도나 

재현율 모두 실제 정답을 정답으로 예측한 것이지만, 정 도는 모델의 입

장에서, 재현율은 실제 정답 데이터의 입장에서 정답을 정답이라고 맞힌 

것이다. 

F1-score : 정 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계산한다(식 1). 정확도는 클

래스에 속한 데이터 수 편차에 민감한 반면, F1-score는 클래스의 불균형에 

덜 민감한 지표이다. 

     

       (식 1)

2. 연구 방법

선행연구에서 패션 감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이미지를 관찰하고, 

지각되는 이미지를 감성 어휘로 측정한 후, 유사한 개념으로 차원을 축소

시켜 패션 감성의 체계를 구축하는 절차를 따라왔다(김유진, 이경희, 2003; 

김유진, 이경희, 2004; 문주 , 정수진, 2014; 박송애, 2013; 유지헌, 2011; 

이경희, 김유진, 2001). 

하지만 하나의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주관적 감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

문에, 시각 지능을 활용한 지도 학습 원천으로 적합하지 않다. 감성은 디

자인의 객관적 속성이 아닌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판단으로 감성의 정답 셋을 구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지도 학



- 53 -

습의 기본 요건으로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요구되지만, 이를 충족시

킬 만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성을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브랜드와 충분히 브랜드 감성이 차별화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일부 선정하고, 서로 유사한 브랜드 감성은 묶어

서 감성의 차이가 확실한 브랜드를 선별하기 위해서 다차원 척도 분석을 

수행하 다. 이후 과정에서는 이를 패션 감성의 하위 속성으로 규정하고 

지도 학습을 수행하 다. 

1) 자극물 선정

연구에 사용될 여성복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수집하기 위해, 런웨이 

컬렉션 사진을 공개하는 사이트 태그워크에서 2016년 1월 이후부터 2020

년 7월까지 4대 패션 도시에서 런웨이 컬렉션을 개최한 브랜드를 수집하

다. 총 581개의 브랜드가 컬렉션을 개최하고 있었으며, 이 중 파리는 

195개, 란은 115개, 뉴욕은 170개, 런던은 101개 브랜드가 런웨이를 개최

하 다. 이들은 최소 1회, 최대 18회, 평균 4.78회(SD=4.29) 런웨이를 개최

했다. 대표성과 소비자 인지도에 따라 상위 런웨이 브랜드를 추출하기 위

해 2019년 매출액 및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자료 조사하 고, 이를 종합

적으로 평가한 뒤, 상위 50개 브랜드를 선정하 다. 1차로 선정된 하이엔

드 브랜드의 리스트는 [표 4]와 같다.

이 브랜드들에 대해 2020년 8월 중 10년 이상 경력의 여성복 디자이너 

및 MD 12명을 대상으로 ‘해당 브랜드가 패션 산업을 리딩하는 브랜드인

지’, ‘고유한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두 문항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

를 측정하 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리딩 브랜드는 총 45개 으며, 평균 

3.42회(SD=2.23) 리딩 브랜드로 선정하 다. 상위 25개 리딩 브랜드는 5.52

회(SD=1.33)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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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차 선정된 하이엔드 패션 랜드 리스트

마찬가지로 고유한 디자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브랜드는 38

개로, 평균 3.03회(SD=1.76), 상위 25개 브랜드는 평균 3.80회(SD=1.62) 선

정되었다. 패션 디자이너 출신 전문가 2명의 사후 인터뷰를 종합하여 최종 

20개의 리딩 브랜드를 선정하 다. 리딩 브랜드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2) 대표 브랜드 감성 추출을 위한 질문지 구성

대표 브랜드의 감성을 추출하기 위한 양적 연구는 20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에 대한 사전 인지도 1문항, 20개 브랜드의 감성이 서로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쌍대비교 19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인지도(분류 Ⅰ)는 응답

자들의 브랜드 감성 인지도가 유사도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각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친숙성(‘OOO 브랜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Dolnicar & Rossiter, 2008) 정도로 측정 하 다. 7점 리커트 척

도를 이용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아주 그

렇다(7점)’ 사이의 값으로 응답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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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Brand 2019 Sales(€billion)
Instagram followers(2020.7)(10K) City RunwayFreq.(Na) Leading brands(Nb) Design identity(Nb)1 Chanel 10.43 4,067 Paris 14 6 62 Gucci 9.63 4,065 Milan 16 9 83 Hermès 6.88 1,033 Paris 10 1 34 Saint Laurent 2.05 804 Paris 9 5 45 Bottega Veneta 1.17 230 Milan 15 5 46 Celine 1.00 248 Paris 14 7 57 Balenciaga 1.00 1,141 Paris 17 6 38 Off White .34 1,059 Paris 17 6 49 Isabel Marant .17 185 Paris 17 5 410 Chloé .09 885 Paris 16 5 311 Balmain .72 1,058 Paris 13 5 512 Acne Studios 2.24 292 Paris 12 7 613 Thom Browne .07 103 Paris 10 4 314 Maison Margiela .19 312 Paris 10 6 615 VETEMENTS .01(2018) 387 Paris 2 5 316 Jil Sander .17 50 Milan 17 5 617 Alexander McQueen 1.39 991 Paris 11 4 418 Louis Vuitton 8.41 3,893 Paris 18 6 119 Christian Dior 5.36 3,206 Paris 18 6 220 Burberry 3.03 1,725 London 9 7 2

[표 5] 리딩 하이엔드 패션 랜드의 특성

a) 2016.1∼2020.7까지 런웨이 개최 횟수
b) 패션산업 문가 12명이 언 한 횟수( 복 선택 가능)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의 유사도를 쌍대 비교하는 설문(분류 Ⅱ)의 경우 

설문 참가자들이 감성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에 충분히 설명하 다. 20개의 브랜드를 쌍대평가하기 이전에 브랜드 감성

에 대해 충분히 상기할 시간을 주었고, 본 설문에 들어가서는 쌍으로 제시

한 두 브랜드의 감성이 ‘전혀 다르다’와 ‘아주 유사하다’를 양 극단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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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점의 의미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측정하 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6]과 같다.

3) 자료의 수집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브랜드 감성을 비

교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패션 산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실무

진 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표본의 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전문가 대상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선

행연구가 있으며(Alshehri, Rezgui, & Li, 2015; Lee & Walsh, 2011; Omar & 

Jaafar, 2011), 적은 수의 표본도 받아들여지기에 이후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설문에 앞서 이들이 응답자로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브랜드 친숙

성 정도에 대해 7점의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들어본 적 없다~7점: 아주 잘 

안다)로 질문을 하 으며, 20개 브랜드에 대해 평균 친숙도 4점 이하를 보

고한 2명은 최종 응답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20개 브랜드에 

대해 평균 4.63점 이상의 친숙도를 가지고 있어 이후 분석을 진행하 다. 

최종 응답자 8명의 평균 경력은 15.3년(SD=4.1)이며, 주요 업무는 디자이너

(N=5, 62.5%)로 가장 많았고, 상품기획(N=2, 25.0%)과 상품 바잉(N=1, 

12.5%)이 그 뒤를 이었다([표 7]). 

 

분류 측정내용 측정 변수 문항 수 측정방법

Ⅰ
하이엔드 패션 랜드(20개)에 

한 사  인지도
랜드 친숙성 1 7  리커트 

척도

Ⅱ
하이엔드 랜드에 한 

감성 유사도 비교

랜드의 감성 

유사도
190 7  의미미분 

척도

Ⅲ 응답자 특성 5 선다형

[표 6]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간의 유사성 측정 문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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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실무 경력 주요 업무 직 응답자 실무 경력 주요 업무 직R1 18년 디자이 실장 R5 24년 상품기획 이사R2 15년 디자이 표 R6 15년 바잉 실장R3 10년 디자이 실장 R7 8년 디자이 교수R4 16년 상품기획 수석 R8 12년 디자이 표

[표 7] 최종응답자의 특성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다차원 척도는 소비자의 브랜드

간의 유사성 판단이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브랜드 간의 차

이를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다차원 척도는 사전에 조사한 유사

성이나 선호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상에 벡터(vector)와 점을 사

용하여 소비자나 브랜드의 위치를 표시한다. 또한 연구 대상들 간의 복잡

한 관계를 주로 2, 3차원이라는 저차원의 공간으로 단순하게 시각화하여 

주는 방법으로서 연구 대상 간의 유사성을 질문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

여 대상 간의 관계를 다차원적인 공간에 도식화한다. 이렇게 도식화된 공

간을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이라 한다(조시 , 박은아, 2014). 본 연구

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을 이용하여 20개 패션 하이엔드 브랜드의 유사성 분석을 

실시하 다. 전체 질문지는 [부록 1]에 첨부하 다.

 다차원 척도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은 맵 상에 나타

난 자극점들이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또한 Kruskal(1964)의 스

트레스(stress) 값을 이용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값(식 2)은 응답자의 인식과 지각도 맵 상 자극점들 간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제 거리(dij)와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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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척도로 추정된 거리(δij)간의 차이, 즉 일종의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차원이 증가할수록 거리는 증가하기 때문에 분모는 서로 다

른 차원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약 두 거리가 동일하다면, 

스트레스 값은 0이 되고, 반대로 실제거리와 추정 거리의 차이가 클수록 1

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

  





  


   (식 2)

제 3 절 패션 브랜드 감성 및 하위 속성 분류

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간의 비유사성 행렬 구성

다차원 척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20개의 하

이엔드 패션 브랜드들 간의 감성에 대한 비유사성을 평균으로 하는 상이

성 거리 행렬로 변환하 다(Kruskal & Wish, 1978). 두 브랜드 간의 평균값

이 1에 가까울수록 응답자들은 두 브랜드의 감성을 유사하게 여기고, 평균

값의 크기가 7에 가까울수록, 두 브랜드의 감성이 서로 유사하지 않게 여

기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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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name: (1) Chanel; (2) Gucci; (3) Hermès; (4) Saint Laurent; (5) Bottega Veneta; (6) Celine; (7) 
Balenciaga; (8) Off White; (9) Isabel Marant; (10) Chloé; (11) Balmain; (12) Acne Studios; (13) Thom 
Browne; (14) Maison Margiela; (15) Vetements; (16) Jil Sander; (17) Alexander McQueen; (18) Louis 
Vuitton; (19) Christian Dior; (20) Burberry

다음으로 [표 8]의 행렬을 바탕으로 다차원 척도 분석(ALSCAL)을 실시

하 다. 비율척도를 Z값으로 표준화하고,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해서 데

이터로부터 거리행렬을 구했다. 분석 결과 차원의 개수를 1차원에서 2차원

으로 증가시킨 경우 스트레스 값의 감소량은 .053,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증가시킨 경우 .003, 더 이상 차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값은 

.000으로 스트레스 값의 향상이 .001보다 작아지며 반복이 종료되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2 5.133 4.00 6.004 5.00 4.63 5.005 5.00 5.38 3.50 4.006 4.38 5.38 3.50 4.00 4.137 5.13 4.63 5.38 3.63 4.88 4.258 6.63 5.38 7.00 5.63 7.00 6.50 4.259 5.50 5.50 5.88 4.88 5.25 4.13 4.88 6.2510 4.88 5.38 4.88 4.00 4.63 2.75 5.00 6.50 2.8811 5.13 5.00 5.63 3.63 5.75 4.13 3.38 5.13 4.50 4.7512 6.25 5.50 5.88 4.88 5.75 4.50 4.88 4.63 4.63 5.00 5.2513 5.25 5.38 5.13 4.88 5.75 5.25 5.38 5.13 5.75 5.88 5.63 5.0014 5.88 6.13 6.13 5.13 6.13 5.00 5.38 4.63 5.13 5.50 5.63 4.00 5.2515 6.63 5.25 7.00 6.00 6.88 6.25 5.13 3.25 6.50 6.88 5.50 4.63 5.88 4.5016 5.13 5.75 4.25 4.50 4.00 3.38 4.50 6.13 4.63 4.38 5.38 4.50 5.00 5.00 5.8817 5.75 5.63 6.50 5.25 6.13 6.13 5.25 5.50 5.13 5.50 4.63 6.00 5.88 5.88 5.13 6.0018 3.75 3.88 3.75 5.13 4.38 4.38 4.75 4.63 4.88 4.75 4.38 5.25 4.25 5.63 5.50 4.63 5.3819 3.38 4.75 3.88 4.88 4.63 4.25 4.88 5.75 4.50 3.88 4.50 5.38 5.25 5.75 6.00 5.13 5.38 4.3820 5.38 4.75 4.00 5.25 4.38 4.25 4.88 5.50 5.38 5.13 5.00 5.63 4.38 5.63 6.13 4.63 5.50 4.13 5.00

[표 8]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간 비유사성 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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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의 포지셔닝 맵

따라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에 대한 포지셔닝 맵은 2개의 차원으

로 구성하 다([표 9]). 포지셔닝 맵의 스트레스 값은 Kruskal이 제시한 기

준인 .1보다는 낮지만, 스트레스 값이 .25보다 낮고, R2 값이 .60 이상이면 

다차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제안을 충족시켜(박현욱, 강

원석, 2017; 조시 , 박은아, 2014), 추후 분석을 이어나갔다.

No. Brand dim. 1 dim. 2 No. Brand dim. 1 dim. 21 Chanel 1.44 .75 11 Balmain -.40 -.552 Gucci -.22 1.39 12 Acne Studios -.88 -.973 Hermès 1.85 .25 13 Alexander McQueen -.22 1.264 Saint Laurent .09 -.40 14 Thom Browne -1.12 -1.135 Bottega Veneta 1.73 -.04 15 Maison Margiela -2.41 .396 Celine 1.08 -.43 16 VETEMENTS .53 -.777 Balenciaga -.32 .12 17 Jil Sander -1.54 -.568 Off-White -2.28 .67 18 Louis Vuitton .08 .629 Isabel Marant .52 -1.29 19 Christian Dior .41 .5410 Chloé 1.18 -.73 20 Burberry .47 .90

[표 9] 하이엔드 패션 랜드의 포지셔닝 스코어

[표 9]의 값을 토대로 20개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에 대한 [그림 12]의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 다. 완성된 포지셔닝 맵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

에 대한 지각된 감성의 상대적인 거리만을 계산하 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지셔닝 맵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들은 서로 유

사한 감성을 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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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의 포지셔닝 맵

20개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의 위치가 담긴 포지셔닝 맵은 전문가 2명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각된 브랜드 유사성 기반 7개의 군집과 

단독 브랜드 4개(Chanel, Burberry, Isabel Marant, Alexander Mcqueen)로 총 

11개의 대표 브랜드 감성군집을 생성하 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감성의 

각 점들의 거리가 수학적으로 더 가깝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사후 인터뷰 

결과 소속 그룹은 서로 달라졌다. 예를 들어, 유클리디안 거리상으로 Louis 

Vuitton의 감성은 Christian Dior의 감성과 더 가깝지만, 전문가들은 Burberry

의 감성과 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Louis Vuitton 브랜

드 감성은 Christian Dior 브랜드 감성과 같은 군집으로 보았다. 

최종적으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을 이루는 11가지 군집은 

C1(Gucci, Thom Browne), C2(Louis Vuitton, Burberry), C3(Christian D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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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Chanel), C5(Hermès, Bottega Veneta), C6(Jil Sander, Celine, Chloé), 

C7(Isabel Marant), C8(Acne Studio, Maison Margiela), C9(Alexander 

McQueen), C10(Balenciaga, Saint Laurent, Balmain), C11(Off White, 

Vetements)로 정의하 다. 이후 각 군집은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클래스

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C4의 Chanel은 샤넬 라인이라고 불리는 인체라인을 살린 실루엣과 함께 

저지 가디건 수트, 골드버튼, 브레이드(braid) 장식, 대칭적 포켓 장식, 트위

드(tweed) 소재를 조형적 특징으로 가진다(최세린, 도월희, 이미숙, 2018). 

여성의 우아함과 미니멀리즘, 활동성, 기능성을 강조하는 샤넬의 철학은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에 의해 자수나 밝은 톤이나 가장 단순한 흑백

으로의 컬러 변형 등을 거치며 현대 여성 패션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었

다(Teo, 2018). 이는 현재까지 여성복 디자인에서 Chanel만의 브랜드 감성

으로 전달되고 있다.

Chanel과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C11의 Off White는 크리에이티브 디렉

터 버질 아블로(Virgil Abloh)가 2013년 런칭한 브랜드이다. 카녜 웨스트

(Kanye West)나 리한나(Rihanna), 비욘세(Beyonce)의 스타일 디렉터로 거대

한 팬덤을 가졌던 그는 브랜드 Off White를 런칭하며, 굵고 커다란 화이트 

양방향 화살표를 시그니처로 삼았다. 대표적인 인기 브랜드 나이키나 몽클

레르(Moncler), 반스(Vans)와 같은 패션 브랜드 뿐 아니라 스웨덴의 라이프

스타일 기업 이케아(IKEA)와의 협업을 진행하며 젊고 트렌디한 고객들 사

이에서 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허준석, 이은정, 2019). 비교적 최신

에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로 편성된 Off White는 젊은 감성을 기반으로 럭

셔리와 패스트 패션, 여성복과 스포츠웨어와의 혼성으로 ‘럭셔리 스트리트 

웨어’라는 새로운 감성군을 안착시켰다(Pedeliento, Mangiò, Littlewood, 

Murtas, & Manfrin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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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의 Gucci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변화에 따라 브랜드의 감성이 변

화해 왔는데, 1990년대는 톰 포드(Tom Ford)가 현대적 섹슈얼리티를 추구

하며 섹시함과 관능미를, 2004년~2015년은 프리다 지아니니(Frida Giannini)

가 지적이고 여성스러운 서정적인 Gucci를 선보 다. 2015년 이후에는 알

렉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가 이끌며 괴짜 소녀, 개성 있는 젊은

이들을 모델로 기용하고 동화 속 동심을 간직한 소녀나 다문화적 코드를 

믹스한 맥시멀리즘(maximalism)을 추구해 오고 있다. 더블 G로고를 플레이

하거나 꽃무늬 패턴, 그린-레드-그린 조합의 시그니처 디테일과 뱀부 백

(bamboo bag), 재키 백(Jackie bag)과 같은 시그니처 패션 아이템은 ‘구찌스

러움(Gucci-ish)’이라는 단어를 창조하 다(정경희, 이미숙, 2019).  

다음으로 각 클래스 내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중심성-차별성(C-D; Centrality-Distinctiveness) 포지셔닝 방식을 적

용하여 보았다. Dawar and Bagga(2015)가 제안한 이 포지셔닝 맵은 기존방

식의 포지셔닝 맵처럼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브랜드의 위치만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회사의 성과인 수익성을 원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브랜드의 성과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 다. 이는 마케터

들이 브랜드를 특색 있는 브랜드로 소비자 인식을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범주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 한 것이다

(Gigauri, 2019). 

본 연구에서 [표 5](p. 55)의 2019년의 매출액을 중심성 지표로 [표 9](p. 

60)의 각 브랜드 감성의 위치 값을 차별화 지표로 포지셔닝한 중심성-차별

성 포지셔닝 맵은 [그림 13]과 같다. 그 결과 Hermès와 Bottega Veneta 그룹

은 Hermès, Celine, Chloé, Jil Sander 그룹은 Celine, Maison Margiela와 Acne 

Studios 그룹은 Acne Studios, Balmain, Saint Laurent, Balenciaga 그룹은 Saint 

Laurent, Off White와 Vetments 그룹은 Off White, Louis Vuitton과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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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r 그룹은 Louis Vuitton, Gucci와 Thom Browne 그룹은 Gucci가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패션 브랜드 감성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

드의 감성에 기반하여 11개의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들의 감성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충분히 차별화된다고 여겨지며, 이후 절에서는 이

를 패션 감성의 분류 기준을 삼아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도 학습을 수행하

다.

 
[그림 13] 하이엔드 패션 랜드의 심성-차별성(C-D) 포지셔닝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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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 모델 학습

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패션 브랜드 감성을 학습시키기 위해 패션 브랜드 위계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사진을 패션 검색 엔진 태그워크와 패

션 미디어 보그 아카이브(Vogue Archive)에서 수집하 다. 패션 컬렉션 사

진을 전용으로 수집, 공유하는 사이트인 태그워크에서는 연구자가 선정한 

20개의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가 최근 5년 동안(2016FW~2021SS) 개최한 오

트 꾸띄르 및 런웨이 컬렉션 사진을 수집 하 다. 수집의 범위는 사진의 

인터넷 주소, 사진 파일, 시즌, 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타일리스트 정

보이다([그림 14]). 수집된 패션 사진은 116,163장(약 21GB)이었고, 이 중 

20개 브랜드의 패션 사진 15,714장이 지도학습에 사용되었다.

[그림 14] 태그워크 사진, 텍스트 데이터 [그림 15] 보그 아카이  사진, 라벨 데이터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컬렉션 사진은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담기 마련이지만,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는 사진은 보다 상업적으로 해석된 

화보나 고급 기성복이다. 이에 400,000페이지 이상의 표지와 접지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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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고해상도의 패션 상품 정보를 담고 있는 글로벌 유수 패션 잡지 

보그를 추가로 수집하 다. 보그 아카이브는 1892년부터 매 달 미국판 보

그의 이슈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자 보그의 소유

기업인 콩데나스트(Condé Nast) 소속 전문가들이 99.95%의 정확도로 패션 

시각자료에 의복 유형, 액세서리, 디자이너 이름, 사진작가, 모델명을 라벨

링해 두었기 때문에 방대한 기간 동안의 패션 브랜드 감성 학습 자료로 

적합하다([그림 15]). 197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간의 패션 브랜드 데

이터를 수집하 으며, 보그 아카이브 내 광고와 화보, 표지 및 브랜드 검

색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자료 및 메타데이터를 수집하 다. 검색결과가 없

는 3개 브랜드를 제외하고 17개의 지정 브랜드에서 총 25,613장의 패션 사

진(151GB)을 수집하여 이 중 전신의 착장이 잘 드러나는 10,640장의 사진

만을 선별하여 지도학습에 사용하 다. 

classname High-end Fashion Brand Tagwalk(N)a Vogue US(N) Total(N)bC1 Gucci, Thom Browne  2,041 1,407 3,448C2 Burberry, Louis Vuitton  1,593 1,585 3,178C3 Christian Dior  1,490 591 2,081C4 Chanel  1,531 2,018 3,549C5 Hermès, Bottega Veneta  1,343 1,060 2,403C6 Jil sander, Celine, Chloé  2,257 970 3,227C7 Isabel Marant  655 0 655C8 Acne Studio, Maison Margiela  816 0 816C9 Alexander McQueen  490 323 813C10 Balenciaga, Saint Laurent, Balmain  2,862 2,479 5,341C11 Off White, Vetements  636 0 636Total  15,714 10,640 26,354

[표 10] 패션 랜드 감성 학습을 한 데이터 셋

※ a) R 모델에 투입된 패션 사진의 수, b) V 모델에 투입된 패션 사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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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학습에 투입되는 데이터를 달리하여 R과 V의 두 가지 분류모델을 구축했

다. 먼저 R 모델은 태그워크 내 런웨이 패션 사진만을 학습한 모델이다. 

반면, V 모델은 여기에 좀 더 상업적이고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보그 아카

이브의 패션 사진을 추가로 학습한 모델이다. 최종 학습에 사용된 브랜드 

별, 사진 소스 별 사진 데이터 셋 개수는 [표 10]과 같다. 

2.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 모델 학습

패션 사진을 입력하 을 때, 분류한 11개의 패션 브랜드 감성 중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각 감성을 확률의 분포로 출력하기 위해 CNN 기반 딥

러닝 모델 EfficientNet(Tan & Le, 2019)을 사용하여 지도 학습을 수행하

다([그림 16]). EfficientNet은 현재까지 알려진 모델 중 모델의 크기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특히 고화질 이미지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알고리즘이다. 

[그림 16] CNN, MLP 딥러닝을 통한 하이엔드 패션 랜드의 감성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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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모델 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CNN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이어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성능향상에 효율적인

지 의문이었다. EfficientNet의 저자들은 강화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성능향

상에 큰 기여를 하는 CNN 모델 구조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1) 베이스라

인 네트워크의 깊이(depth) 증폭, (2) 미세 정보까지 담을 수 있도록 채널의 

너비(width) 확장, (3)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resolution) 향상을 복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족(family)을 제안하여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17]10)).

[그림 17] CNN의 성능 향상 방안
※ 출처: Tan & Le, 2019.

Tan & Le(2019)는 최적의 너비, 깊이, 해상도의 조합에 따라 Efficient 

Net의 세부 구조를 B0(baseline)에서부터 B7까지 제시하 는데, B1에서 B7

으로 갈수록 예측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투입되는 자원 대비 성능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의 빨간 선 참고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부 모델로 EfficientNet-B1을 선정하 다. 또한 대용량의 이미지 셋을 정

10) (a) 베이스라인, (b) 채 의 비 확 , (c) 네트워크의 깊이 증 , (d) 이미지 해상도 향상, (e) 

복합  방식

11) EfficientNet-B7의 경우, GPipe(그림 내 없음)보다 84.4% 더 정확하고, 8.4배 작고, 6.1배 빠름. 

EfficientNet-B1의 경우에도 ResNet-152와 정확도는 비슷하지만, 7.6배 작고, 성능이 5.7배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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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ImageNet- 

ILSVRC) 데이터 셋에서 미리 학습이 된 모델을 가져와서 미세조정(fine- 

tuning)하 다. 

[그림 18]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에 따른 측 정확도 비교
※ 출처: Tan & Le, 2019.

본 연구에서 11개의 하위 패션 브랜드 감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EfficientNet 모델의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 3계층의 다층신경망을 추가하

으며, 이미지 분류 과업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최신의 활성함수 Swish12)

12) 신경망의 성능에 향을 주는 구성요소로, 신경망의 뉴런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의 총합 신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임. 시그모이드(Sigmoid)와 루(ReLU)가 표 임. 시그모이드는 입

력값이 커질수록 1로 수렴하고, 작아지면 0에 수렴하는 S자 형태의 함수. 루는 CNN에서 좋

은 성능을 보이며 재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형 활성함수임. 입력값이 0이하에서는 

0을 출력하고, 0을 넘어서면 입력값을 그 로 출력함. 스 시(Swish)는 비선형의 매끄러운 곡선

형으로 이미지 분류 과업에서 ReLU를 능가하는 성능을 지닌 최신의 활성화 함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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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chandran, Zoph, & Le, 2019)를 사용하 다.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손

실(loss)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개발된 알고리즘 중 우수한 성능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Adam의 최적화 알고리즘(Kingma & Ba, 2014)으로 손실 

함수를 최적화했다. 또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다 보면 과적합

(overfitting)13)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용 데이터와 

5%의 검증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차 검증(cross-validation)하며 분류기의 

성능을 높여 나갔다. 

이미지 분류를 위한 지도 학습에서는 클래스의 라벨이 부착된 대량의 

데이터 세트가 필요한데, 앞서 태그워크와 보그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패션 

사진을 11개의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레이블을 할당

하 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패션 사진이 투입되었을 때, 클래

스에 올바르게 할당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미지 인식의 연구들보다 상대적으로 학습 데이터 수가 적다(p. 66 [표 

10] 참고). 특히 특정 클래스(예: C7, C8, C9, C11)는 데이터가 극히 적은

데, 글로벌 최대 패션 매거진인 보그의 50년 치 데이터와 2016년 이후 태

그워크에 게시된 런웨이 전체를 모두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

에 등장한 브랜드거나, 하이엔드 브랜드의 광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서 이미지를 회전 변환하거나 좌우 반전 변환을 활용하는 등의 데이터 증

강 기법을 적용하 다. 

13) 모델의 복잡도가 작을수록, 즉, 분류 속성이 을수록 재 데이터를 모두 설명하기가 어려워

지고, 정확한 측을 못하는 과소 합(underfitting) 상태가 됨. 반면, 모델이 무 복잡하면 정

교한 측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속성까지 고려하다 보면 variance가 커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속성에 매칭하지 못해서 결과 측이 어려운 상태를 과 합(overfitting)이라 함. 한 데이

터 셋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상황( 실)을 악하지 못하고 과 합이 발생

할 수 있음.



- 71 -

3.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 평가

1) 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실험 1~3의 

조건은 [표 11]과 같다. 일반적으로 학습의 성능을 평가할 때, 마스터 데이

터 셋을 80(학습용):20(검증용) 또는 70(학습용):20(보정용):10(검증용)으로 

분리한다. 이는 검증용 데이터에 학습 데이터가 섞여 성능 결과가 향상되

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토마스 러, 2014/2016). 본 분류기의 경우 

런웨이 이미지만 학습한 R 모델과 상업적 패션 사진까지 포함하여 학습에 

사용한 V 모델의 학습 데이터 원천이 서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 방식으로 R 모델과 V 모델의 학습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에는 학습한 

데이터 셋의 조건이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용 데

이터를 다각도로 수집하 고, <TD 1>~<TD 3>으로 각각 명명하 다.

 

종류 총 사진 수 특성

테스트셋

TD1 377 문가가 선정한 랜드 별 형  감성이 담긴 패션 사진TD2 40 21FW 이후 각 랜드에서 발표한 패션 사진  무작TD3 36 매스 패션 쇼핑몰에서 패션 사진을 수집 후 

패션 랜드 감성으로 분류한 결과에서 클래스 별 무작

학습모델
R모델 15,714 태그워크에서 수집한 런웨이 사진으로 학습V모델 26,354 R모델을 포함하여 보그 아카이 에서 추가 수집한 사진까지 학습

[표 11] 패션 랜드 감성 분류기 성능 평가를 한 테스트 셋과 학습 모델의 구성

첫째, <TD 1>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성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패션 

사진이다. 이를 선정하기 위해 패션 디자인 전문가에게 20개의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떠올리고, 이 브랜드를 대표할만한 시그니처 감성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런웨이 사진을 브랜드 별 20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의뢰

하 다. 이 과정을 통해 총 377장의 테스트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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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Brand name) TD 1 테스트 데이터 셋 ( )
C1(Gucci)
C1(Thom Browne)

C2(Burberry)
C2(Louis Vuitton)

C3(Christian Dior)
C4(Chanel)
C5(Hermès)
C5(Bottega Veneta)

C6(Jil Sander)
C6(Celine)
C6(Chloé)

[표 12] 모델 정확도 검증을 한 시그니처 감성 테스트 데이터 셋 T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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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앞서 수집한 <TD 1>의 경우 특정 브랜드의 전형적인 감성을 대표

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데이터의 경우 예측의 정

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신(21FW, 22Spring, 22Resort)의 런웨이 

패션 사진을 태그워크와 보그에서 브랜드 별로 무작위로 두 장씩 패션 사

진을 수집하 다. Alexander Mcqueen, Bottega Venetta와 Off-white는 최신 

C7(Isabel Marant)
C8(Acne Studio)

C8(Maison Martin Margiela)C9(Alexander McQueen)
C10(Balenciaga)

C10(Saint Laurent)
C10(Balmain)

C11(Off White)
C11(Ve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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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에는 런웨이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 내 신상품 페

이지에서 전신 착장 사진을 수집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 데이터와 무관

한 총 40장의 테스트 데이터 셋 <TD 2>(p. 78~80 참고)를 만들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 셋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 중인 

매스 패션 브랜드의 착장 사진으로,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성이 실제 매스 

패션 브랜드에도 적용이 가능한 지 확장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

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여성복에 특화된 모 온라인 쇼핑몰의 이미지를 

수집하 으며, 이들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기에 투입한 후, Top-1 브

랜드 감성을 도출하 다. 이 중에서 Top-1 브랜드 감성으로 도출된 패션 

사진을 각 클래스 별로 2~4장씩 무작위로 수집하 고, 총 36장의 패션 사

진을 <TD 3> 데이터 셋(p. 82~83 참고)으로 구축하 다. 

2) 실험 1: 분류기 내 학습 모델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 

전형적인 패션 브랜드 감성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패션 사진으로 구성된 

테스트 데이터 셋 <TD 1>을 학습 모델 R과 V에 넣어 각 클래스 별 예측  

분포를 획득하 으며, 그 결과를 [표 13], [표 14]와 같이 오차 행렬로 나타

냈다. 실제 값은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이고, 예측 값은 C1~C11 클러스터의 

확률 분포 중 Top-1으로 분류된 개수이다. 이를 바탕으로 F1-score, 정확도, 

정 도, 재현율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 다.  

R 모델의 F1-score는 .75, 정확도 66.58%, 정 도 .77, 재현율 .74의 성능

을 보 다. V 모델은 F1-score .73, 정확도 62.86%, 정 도 .74, 재현율 .73

의 성능을 보 다. 두 모델의 성능(F1-score)은 74.95%와 73.50%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R 모델은 C4와 C9와 같이 단일 브랜드로 된 클래스

의 경우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V 모델은 모든 클래스에서 

정확도의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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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결 과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recall

실

제

정

답

C1 23 0 1 0 0 1 1 0 0 4 4  .68 C2 0 17 0 0 0 3 0 0 0 3 0  .74 C3 1 1 11 0 0 0 0 0 0 1 0  .79 C4 1 0 1 13 1 0 0 0 0 5 0  .62 C5 0 2 0 0 29 0 4 2 0 6 7  .58 C6 3 1 0 0 0 31 1 1 0 3 0  .78 C7 0 0 0 0 3 0 12 0 0 0 0  .80 C8 0 0 0 0 4 0 0 32 0 4 3  .74 C9 1 0 0 0 0 0 0 0 18 0 0  .95 C10 0 0 1 0 1 2 0 1 0 53 0  .91 C11 2 0 0 0 1 0 1 1 0 3 12  .60 precision .74 .81  79 1.00 .74 .84 .63 .86 1.00 .65 .46  .74 

[표 13] R 모델 성능 평가를 한 오차 행렬 (TD 1: 형  감성)

 측 결 과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recall

실

제

정

답

C1 20 1 0 0 0 0 0 1 0 1 1 .83C2 3 17 0 2 1 1 1 1 0 15 2 .40C3 0 0 11 0 0 0 0 0 0 0 0 1.00C4 0 0 1 11 0 2 0 0 0 8 0 .50C5 1 0 0 0 29 0 1 0 0 6 2 .74C6 3 0 0 0 4 33 2 1 1 7 4 .60C7 0 1 0 0 0 0 14 0 0 1 1 .82C8 0 0 0 0 0 1 0 34 0 0 1 .94C9 0 0 0 0 2 0 0 0 14 1 0 .82C10 2 2 2 0 0 0 0 0 3 41 2 .79C11 2 0 0 0 3 0 1 0 0 2 13 .62precision .65 .81 .79 .85 .74 .89 .74 .92 .78 .50 .50 .70

[표 14] V 모델 성능 평가를 한 오차 행렬 (TD 1: 형  감성)



- 76 -

[그림 19] 패션 랜드 감성의 하  클래스 별 R 모델과 V 모델의 정확도 비교

전반적으로 스트리트 감성의 C11의 경우 두 모델 모두 정확도가 낮게 나

타났는데, 이들은 비교적 신생 브랜드들의 감성으로 학습 데이터 셋의 수

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 적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실험 2: 최신 데이터 셋으로 측정한 분류기의 정확도  

패션 브랜드는 매 시즌 신상품을 선보인다. 클래식한 브랜드는 브랜드

의 고유한 감성이 시즌과 무관하게 이어지는 반면, 트렌드에 민감한 브랜

드는 디자인의 변화에서 오는 감성의 차이가 클 수 있다. 이에 패션 브랜

드 감성 분류기가 데이터의 변화에 얼마나 강건하게(robustness) 예측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2를 설계하 다. 

실험 2를 진행하기 위해 브랜드 감성 분류 지도 학습에 투입된 적 없는 

패션 사진을 수집하 다. 21FW 이후의 하이엔드 브랜드 런웨이 패션 사진

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별로 무작위로 두 장씩 선정한 <TD 2>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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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셋을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R 모델에 투입하 다. R 모델에 투입한 이

유는 해당 모델이 런웨이 사진의 학습과 감성 예측에 최적화되었기 때문

이다. 

이와 더불어 자극물로 제시한 사진이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지, 즉,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도 특정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성

을 판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을 시행하 다. 평

소 훈련을 통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 하

이엔드 브랜드 감성을 충분히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패션 

전문가 8명을 선정하 고, 이들이 인간을 대표하여 실험에 투입되었다. 전

문가들은 평균 8.6년 산업체에서 근무하 으며,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소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어(4명)와 시즌 기획 단계에서 하

이엔드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꾸준히 분석하며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

성을 학습해 온 디자이너(3명), 상품기획자(1명)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은 

20개의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성에 대해 5점 만점(1점: 전혀 모른다~5점: 아

주 잘 안다)에 평균 4.37점의 높은 사전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응답하여, 이

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검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다. 

전문가에게 40장의 패션 사진과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을 함께 제시하

고, 전문가들은 평소 본인이 생각해 왔던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성과 제시

된 사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 다. 순서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질

문 문항은 자동으로 섞이도록 조사를 설계를 하 으며, 브랜드 감성의 일

치 정도는 5점 만점(‘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 아주 동의한다’)의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하이엔드 브랜드 클래스 별로 응답한 점수의 평

균을 계산한 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기계와의 성능 비교가 쉽게 하

다. 기계와 전문가의 예측 정확도 비교 결과는 [표 15]와 같다.



- 78 -

Class (Brand name) 사용된 자극물<TD 2> 개별 일치도(%) class 일치도(%)
기계Top-1 문가 

평가

기계Top-1 문가 

평가

기계-
문가

C1(Gucci) 18.85 85.00 34.43 83.13 -48.70
C1(Thom Browne) 50.00 81.25

C2(Burberry) 100.00 72.50
73.95 66.25 7.70C2(Louis Vuitton) 47.90 60.00

C3(Christian Dior) 13.00 75.00 13.00 75.00 -62.00
C4(Chanel) 71.72 95.00 71.72 95.00 -23.28
C5(Hermès) 69.24 78.75 69.67 76.88 -7.21

C5(Bottega Veneta) 70.09 75.00

[표 15] 기계 vs 문가의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 분류 정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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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Jil Sander) 99.99 75.00
67.36 75.42 -8.06C6(Celine) 20.47 66.25

C6(Chloé) 81.63 85.00
C7(Isabel Marant) .00 80.00 .00 80.00 -80.00
C8(Acne Studio) 1.40 65.00

40.27 68.75 -28.48
C8(Maison Margiela) 79.14 72.50

C9(Alexander McQueen) 94.39 72.50 94.39 72.50 21.89
C10(Balenciaga) 77.33 73.75 67.12 70.00 -2.88C10(Saint Laurent) 82.37 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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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R 모델로 학습한 기계의 예측 정확도는 51.85%로 실험 1에서 브

랜드 감성의 전형성이 높은 패션 사진의 예측 정확도 평균인 64.72%에 비

해 수치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패션 전문가들은 해당 브랜드 감

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74.94%로 기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정

확도가 낮은 사진을 분석해 원인을 파악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론할 수 있었다.

첫째, 브랜드 감성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판별 정도가 낮았다. 

Gucci가 대표적인 예인데, 포지셔닝 상으로 Gucci는 Thom Browne과 브랜

드 감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Gucci의 일부 착장에서 느껴지는 포멀

한 룩은 Thom Browne과 유사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두 브랜드 모

두 아이코닉하게 선(line)을 사용하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Gucci의 경우 시즌 테마에 따라 그래니 룩(granny look)에서부터 오리엔탈

까지 감성의 변화 폭이 큰 편이다. 따라서 Gucci 만의 고유한 감성 패턴을 

학습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둘째, 예기치 않은 속성이 등장한 경우, 정확도가 낮았다. 기존 이미지 

C10(Balmain) 41.65 70.00
C11(Off White) 13.25 75.00

8.86 75.00 -66.14
C11(Vetements) 4.47 75.00

평균 51.85 74.94 49.16 76.18 -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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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선행연구에서는 의복 속성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의복 부분만 경

계선을 치고 지도 학습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이나 모델

의 포즈, 메이크업 요소 까지도 패션 브랜드 감성을 형성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감성의 속성에 추가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데이

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포즈(예: Celine)나 배경(예: Celine, Vetements, 

Thom Browne 좌측 사진, Isabel Marant), 장신구(예: Thom Browne 좌측 사

진)가 투입될 경우 정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배경의 효과를 제거하여 강건성을 높여 재학습하는 방법과 포즈의 변화를 

감지하고 학습하는 방법, 학습 이미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다소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계의 학습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다. 위의 경우의 반대의 

경우(예: Burberry)로 정체성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 디자인 속성

에 디테일이 많이 없는 경우(예: Jil Sander), 실루엣이 확실히 다른 브랜드 

감성과 차이가 있는 경우(예: Alexander Mcqueen)는 기계가 비교적 정확하

게 브랜드를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실험 3: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의 매스패션 확장가능성 평가

패션의 하향전파 이론에 따르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감성은 매스패

션 브랜드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성을 매스 

브랜드의 감성 판별에 적용할 수 있을 지 검증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 감

성 분류기를 통해 매스 브랜드의 패션 사진이 가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감

성을 판별하 다. 동시에 사람도 매스패션에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을 지각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류기가 예측한 결과에 대해 전

문가들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측정해 보았다([표 16]).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실험 2와 동일하다. 전문가들에게 매스패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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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사진과 Top-1 브랜드 감성으로 나타난 클래스를 동시에 제시하 고, 

전문가들은 패션 사진에 담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의 동의 정도를 5

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 아주 동의한다)로 

응답하 다. 전문가들의 감성 동의 정도에 대해 각 사진별로 평균을 구했

고, 기계의 정확도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려고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하 다. 응답의 순서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사진의 배치 순서는 무작위로 

설정하 다. <TD 3>는 매스 패션 브랜드에서 추출한 데이터이므로 판별에

서는 V 모델을 사용하여 클래스의 분포를 추출했다. 

Class (Brand name) 사용된 자극물<TD 3> class 일치도(%)
기계 
평균

문가 
평균

기계-
문가C1(Gucci, Thom Browne) 45.11 55.00 -9.89

C2(Burberry, Louis Vuitton) 60.93 68.13 -7.20
C3(Christian Dior) 13.79 72.50 -58.71
C4(Chanel) 81.92 68.75 13.17
C5(Hermès, Bottega Veneta) 85.29 71.25 14.04

[표 16]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의 매스 랜드 확장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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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제시한 Top-1 브랜드 감성의 확률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정도는 위의 [표 16]에 제시하 다. 사람(68.77%)이 특정 브랜드의 감성으

로 인지하는 정도에 비해 기계(60.96%)가 브랜드 감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약간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도 매스패션 브랜드 감성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실험이었다. 

C6(Jil Sander, Celine, Chloé) 99.68 79.17 20.51
C7(Isabel Marant) 92.11 76.25 15.86
C8(Acne Studio, Maison Margiela) ㅍ

21.08 84.38 -63.3
C9(Alexander McQueen) 22.72 55.00 -32.28

C10(Balenciaga, Saint Laurent, Balmain) 91.06 61.67 29.39
C11(Off White, Vetements) 56.88 64.38 -7.50
평균 60.96 68.77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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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논  의

1. 요약 및 결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패션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전통적인 방식

에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통과 판매 분야에 패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감성적인 분야인 패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 및 분류에 대한 기준은 실무에서 요구하는 정도

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해 온 시각 지능 

기술은 패션 디자인의 속성의 인식 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Chakraborty, Hoque, & Kabir, 2020; Kiapour et al., 2014; Liu et al., 2016; 

Takagi et al., 2017). 

하지만 고차원적 이미지를 주로 생성하고, 여기에 담긴 기호와 상징으

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패션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빅데

이터를 고차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션 사진에서 패션 디자인의 속성 

이외에 패션 감성과 같은 암시적인 속성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패션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은 시각지능을 이용한 딥러닝의 본질적

인 문제이다. 이미지 분류는 알려진 수만큼의 클래스로 이미지를 구성한 

다음, 클래스에 새로운 이미지를 할당하는 프로세스이다(Zunair, 2021). 이

에 본 장에서는 패션 사진을 통해 디자인 속성의 조합과 의미가 함축되어 

패션 브랜드 감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전제하에 패션 브랜드 감성을 구성

하는 하위 속성을 도출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지도 학습하는 과정

을 통해서 총체적이고 암시적인 개념인 패션 브랜드 감성을 판별할 수 있

는 지 실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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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패션 트렌드

의 Top 층(tier)에 해당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중 브랜드 감성이 다른 

브랜드나 고객과 공유된다고 여겨지는 20개를 선정하 다. 패션 브랜드 감

성의 차이가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브랜드 감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표 감성을 11개로 축소시켰고, 이를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11개 속성 

클래스로 명명하 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 감성은 C1(Gucci, Thom 

Browne), C2(Louis Vuitton, Burberry), C3(Christian Dior), C4(Chanel), 

C5(Hermès, Bottega Veneta), C6(Jil Sander, Celine, Chloé), C7(Isabel Marant), 

C8(Acne Studio, Maison Margiela), C9(Alexander McQueen), C10(Balenciaga, 

Saint Laurent, Balmain), C11(Off White, Vetements)의 하위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대표 브랜드 감성에 해당하는 브랜드의 패션 사진을 런웨이와 패

션 잡지에서 수집하고,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하위 브랜드 감성 속성별

로 지도 학습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패션 사진을 투입하면 하위 브랜

드 감성의 분포를 도출하는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를 개발하 다. 대략

적인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델 중 모델의 크기 대

비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특히 고화질 이미지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진 Tan & Le(2019)의 EfficientNet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하

다. EfficientNet의 세부 구조 중 b1이 사용되었으며, ImageNet-ILSVRC 데

이터 셋에서 미리 학습이 된 모델을 가져와서 미세 조정하 다. 11개의 패

션 브랜드 감성 분류를 위해서 EfficientNet 모델의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 3

계층의 다층신경망을 추가하 으며, 활성화 함수로는 Swish를 사용하 다. 

또한 본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범위를 런웨이 사진으로만 한정한 ‘R 모델’

과, 사진의 배경이나 모델의 포즈, 메이크업 등으로 해당 브랜드의 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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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하고 있는 보그 아카이브 내 표지, 광고 사진까지 학습한 ‘V 모델’로 

나누어 지도 학습을 수행하 다. 

개발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검증용 데이

터 셋을 다각도로 구축하 고, 이를 모델에 투입하여 분포의 정확도 성능

지표를 계산해 보았다. 먼저 해당 브랜드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

되는 사진으로 R과 V 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모델 모두 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R 모델은 C4와 C9와 같이 

단일 브랜드로 된 클래스의 경우 정확도가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V 모델은 모든 클래스에서 정확도의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매 시즌 등장하는 신상품으로 인한 감성의 변화에도 얼마나 강건

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에 투입된 적 없는 21FW 이

후 시즌 하이엔드 브랜드의 런웨이 패션 사진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별

로 무작위로 선정한 뒤, R 모델로 판정했을 때의 예측 정확도는 51.85%로 

실험 1에서 브랜드 감성의 전형성이 높은 패션 사진의 예측 정확도인 

66.58%에 비해 수치가 다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패션 사진을 보고 특정 브랜드 감성으로 약 74.94% 유추할 수 있었는데, 

향후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린다면 판별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일정한 기

준을 가지고 동시에 빠른 속도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딥러닝 모델은 일반적으로 학습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

문이다(Banko & Brill, 2001; Cheerla, & Gevaert, 2019; Rashid & Louis, 

2019).

셋째, 하이엔드 브랜드의 감성이 매스 브랜드로 이어진다는 하향전파설

에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의 분류를 매스 브랜드에도 적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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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 본 결과, 전문가(68.77%)가 특정 브랜드의 감성으로 인지하는 만

큼 기계(60.96%)도 매스 패션 브랜드 감성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하 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의 속성을 구성하는 다면적 요인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의 차원을 추가하기 위해 현재 패션 산업을 리딩하는 하이엔

드 패션 브랜드를 기준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을 규정하 다. 이 과정에서 

대표성이 높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20개를 선정하 고, 이들의 감성 유

사성에 기초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브랜드 또는 브랜드 집합

을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성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도출된 패션 브

랜드 감성이 가지는 특성을 유추하기가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브랜드 감성

에 대한 측정은 패션 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 감성을 양 극단

의 이미지 쌍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션 사진에 대한 시각적 학습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딥러닝 방식을 적

용하여 패션 브랜드에 대한 감성을 학습하 기 때문에 기계가 판별한 브

랜드 감성에 대한 인과관계는 블랙박스와 같다. 다시 말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CNN 모

델에서 어떤 부분을 시각적으로 더 많이 인식했는지를 밝히는 그래드 캠

(Grad-CAM) 연구나 전문가 인터뷰, 브랜드와 관련된 텍스트 빅데이터 분

석 등을 다면적으로 수행해 봄으로써 브랜드 감성의 하위 차원들의 특성

을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 88 -

둘째, 현재 개발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C10(Balenciaga 외)과 C11(Vetements 외)은 판별의 정확

도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 특히 낮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투입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거나(C11), 다른 클래스에 비해 그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C10의 경우, 포지셔닝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때문일 수 있다. 특정 

브랜드 감성 클러스터를 학습하기 위해 대표되는 브랜드 이미지(런웨이, 

US Vogue)를 전량 수집하 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작거나 학습에 사용한 

사진과 투입하는 사진에서 모델의 포즈나 배경의 차이에 클 경우 예측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의 사진을 확

대 구축하여 모델의 강건성을 높일 것을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또한 학습 

데이터 셋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대표 브랜드 감성이 아닌 각 브랜드 별 

감성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후 정확도를 비교해 보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 감성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만의 고

유한 제품 디자인 속성이 결합되어 의미적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았다. 따라서 패션 사진에서 모델의 포즈나 헤어, 메이크업, 배경과 소품까

지 모두 학습 데이터 셋으로 투입하 다. 이는 선행연구의 딥러닝 기반 패

션 이미지 학습에서는 노이즈(noise)로 제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의 

딥러닝 방식의 학습(노이즈 제거)과 본 연구에서의 학습 결과(노이즈 포함)

의 차이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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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2: 패션 브랜드 감성 추출기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 제안

연구 1에서는 패션 브랜드 감성이라는 암시적인 속성을 대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으로 학습하고 이를 하이엔드 패션과 매스 패션 브랜드

에 검증해 보았다. 연구 2에서는 특정 패션 브랜드 감성을 선호하고 구매

하는 배경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자신만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에 패션 브랜드 감성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착장에서 패션 브랜드 감성을 추출해 추천 

서비스의 원천으로 활용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에 기반

한 개인화된 패션 제품의 추천 서비스를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해 보려고 

한다. 

제 1 절 패션 브랜드 감성의 선호에 따른 추천 서비스 설계

 

본 절에서는 소비자들이 특정 패션 브랜드의 감성을 선호하게 되는 배

경으로 취향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취향은 오랜 기간 학문적으로 검

증해 온 용어이지만,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의 설계에서는 개인의 구매이력

이나 선호도로 측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호를 형

성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취향을 정의하고, 패션 산업에서 이러한 취향을 

반 한 추천 시스템의 도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특정 브랜드 감

성의 선호에 따른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의 설계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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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주의 취향의 시대

우리의 일상 생활공간은 아름답게 디자인된 사물들이 필연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상품 속에 담긴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

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의 주관성과 시대정신(zeitgeist), 경제적 특성

에 따라 미적 선택을 하게 된다. 특히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자신의 정

체성이나 취향을 담은 패션을 취하게 된다(강현정, 이진민, 장미정, 2012). 

취향은 문화적 대상에 대해 무엇이 매력적이고 호감 있는가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주관적이며 개별적인 개인의 선택 혹은 선호도에 관한 문화 유

형을 의미한다(현승훈, 2012). 선행연구에서 취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

관적이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징에 의해 

구분되고 추정될 수 있다 하 다(톰 밴더빌트, 2016/2016). 

17세기 후반 취향이 처음으로 미학 용어가 된 이후, 취향은 미학의 중

심 과제 으나 특히 현대사회에서 개인 중시 사회 현상, 미적 다감각주의 

추구, 대량맞춤화(mass customization)의 확산 등으로 사회 문화적인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 태도 등 내적요

인은 개인적 기호인 취향으로 발현되었는데, 취향은 입맛, 음악, 습관, 성

향 등 내면적인 실체와 옷을 입는 방식, 색채, 자동차, 주택 등 외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김희연, 김 인, 2014). 송금옥과 김 인(2005)은 패션은 

개인의 취향을 발현시키는 시각적 도구이며 개인의 미적 취향에 대해 일

관성 있게 표현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댄디 룩은 멋쟁이 취향이, 키치

(kitsch) 룩에는 저속한 취향이, 페티시(fetish) 룩에는 성적 취향이, 그로테스

크(grotesque) 룩에는 엽기적인 취향이, 키덜트(kidult) 룩에는 어린 취향이 

담겨 있었다.  

취향은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자 선호이며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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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현대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

을 확장된 자아의 일부로 여기며, 자기표현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Belk, 2013). 개인의 일상이 상품의 소비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특정 기능과 목적을 넘어서서 자신의 취향과 선호를 투 하고, 동

시에 일련의 의미와 기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김미 , 김지희, 2016). 특히 

현대사회는 다양한 상품 속에 담긴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더 중시하고 따

라서 어느 때 보다 더욱 다양한 취향이 공존한다. 이제 특정 소비자들이 

소속 집단을 대표하는 고정적인 소비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 소비하는 ‘취향 절충주의(taste eclecticism)’ 시대이다

(Coulangeon, 2005). 

박유나와 김칠순(2017)은 현대인이 제품을 선택하거나 경험할 때 연령이

나 소속집단의 규범보다는 자신의 취향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 다. 또한 현대 소비자는 제품 기획과 생산단계, 구매 전 기업의 경

험마케팅 활동까지 참여하는 적극적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 소비자 개인

의 취향은 소비자 태도에 직접 연관되어 제품 혹은 서비스의 구매로 연결

된다고 했다. 따라서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나아가 고객의 취향의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송금옥, 김 인, 2005). 

2. 소비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취향

취향이란 결국 사용자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소비할 때 드러난다.  

McCrakcen(2006)은 20세기 후반 소비문화의 도래로 식생활 또는 책, 음악, 

화 등 문화생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하 다(Liu,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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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인용). 이 과정에서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여러 취향을 소

비하지만, 보수적인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고정된 소비를 통해 문화소비의 

범주가 넓지 않고 불변할 수도 있다(Schau & Gilly, 2003).

또한 언제든지 고급 취향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취향에 

근거가 없다면 자신의 경제 능력이나 지위, 뛰어난 감각을 뽑아낼 수 없다. 

반면 좋은 물건을 자주 살 수 없어도 맥락을 가지고 감성을 키워온 사람

이라면 그 취향이 어디서든 반드시 우러난다(박상미, 2010). 

소셜 미디어 역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Liu(2007)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프로파일 내 관심목록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가 게시한 음악, 서적, 화, TV 프로그

램 등 문화 활동 목록을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목록 간에 유사성과 상이

성이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선호하는 음악으로 선정된 상위 20개 항목 

중 실험적인 음악을 작곡하고 노래한 비요크(Bjork)와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는 서로 유사한 선호를 보이지만, 잭 존슨(Jack Johnson)과 그린 데이

(Green Day) 또는 랩(Rap)과는 상이하다([그림 20]). 

특히 문화적 의미에서 내적 일관성과 조화를 가지는 고도의 일관된 보

완물의 관계를 ‘디드로 통일체’라고 칭한다. 프랑스의 백과사전 편찬자이기

도 한 디드로(Diderot) 백작은 친구로부터 실내복을 선물 받은 후 이와 어

울리는 책상, 서재 벽의 태피스트리(tapestry), 의자, 선반, 시계를 체계적으

로 변화시켜나갔다(그랜트 매크래켄, 1988/1996). 따라서 소비자들은 무의식

적으로 문화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취향을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취향을 체계화할 것이다(Israeli & Ave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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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심 있는 문화 활동 내 아이템들의 유사성/비유사성 계 지도

※ 출처: Liu, 2007.

3.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된 패션제품 추천 서비스

소비자들은 리테일러가 취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패션 제품 중에서 자신

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O’Regan, 2009).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근접한 리테

일러는 타겟 집단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 빠르게 배우고, 가치 높은 제품을 

식별하여(Nalca, Boyaci, & Ray, 2018), 제조업체보다 더 빠르게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Kanellos, 2005). 뿐만 아니라, 본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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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객과 유사한 집단의 선호도에 대한 의견을 이용하여 고객이 다양한 

선택가능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김기태 외, 2018; 조용민, 

남기환, 2017). 

패션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구매를 자극하는 패션 상품을 추천함으로

서 욕구를 상기시키고, 정보 탐색의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켜 주며, 대안 

평가 단계에서는 유사한 상품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구매의사 결정과정 상 소비자들의 구매 탐색과 평가 단계에서 새로운 제

품에 대해 인지하기도 하고, 구매단계에서 더 나은 제품을 추천 받기도 한

다(안효선 외, 2019).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정보의 복잡성이 제거되고 시

간을 절약해서 온라인 구매의 유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먼저, 고객의 구매 단계에서 어울릴 만한 패션 

제품을 부가적으로 추천하여 고객별 구매 총액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트렌드 뉴스나 소셜 미디어 등 콘텐츠 제공자와 협업하여 사용자에게 

콘텐츠 유사성을 기반으로 자사의 스타일 상품을 노출시킨 후 자사 판매

처로 유입시키는 끊이지 않는(seamless)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1) 협업필터링 기술을 이용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Hill, Rensnick, 

Shardanand 등으로부터 시작 되었는데,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다양한 방

법을 이용한 추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기업에서는 이를 실제 추천 

시스템으로 구현해 왔다(조용민, 남기환, 2017). 

추천 서비스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협업 필터링이다

(Burke, 2002; Kim & Kim, 2014). 협업 필터링 방식은 아이템들에 대한 고

객의 평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여 고객별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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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목표 고객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로 근

접 이웃을 구성한 후, 가장 근접한 이웃의 평가치를 이용하여 목표 고객이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의 평가치를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된 평가치를 기반

으로 목표 고객이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비스나 아이템을 추

천한다(수레시 고라칼라, 2016/2017; Wen & Zhou, 2012). 

협업 필터링은 주로 사용자가 선호도를 직접 평가한 명시적 정보를 바

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중 후반부터는 전자상거래 사

이트에서 사용자의 행동 및 탐색 패턴을 고려한 협업 필터링 기법이 개발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선호도를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통해 자동으로 유추할 수 있게 되

었다(조용민, 남기환, 2017).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아마존은 사용자가 사이트 내에서 클릭하는 로그 

정보나 이전 구매내역 등의 행동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파일링을 한

다. 그들은 사용자가 기존에 구매한 의류 아이템과 평점이 비슷한 아이템

을 추천 리스트로 관리한 후, 추천 리스트 중 다른 구매자들이 함께 구매

한 경향이 있는 아이템을 찾아주는 아이템 간(item-to-item) 협업 필터링 방

식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추천한다(이설화 외, 2017). 

이처럼 추천 서비스 기술의 발달을 통해 기업은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고객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최

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초개인화 마케팅을 통해 실

질적 성과뿐 아니라, 고객과 감정적 동질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었으며, 달라진 고객 행동 패

턴을 반 하여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도록 고객의 쇼핑 여정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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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패션 이미지 기반 개인화 추천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달은 패션 사진에서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

로 추출할 수 있게 하 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대용량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지에서 속성 정보

를 추출하고, 메타데이터들 간의 연관성을 학습함으로써 상하의의 교차 추

천이 가능해 졌다(Jagadeesh, Piramuthu, Bhardwaj, Di, & Sundaresan, 2014). 

Chen et al.(2012)은 의복 속성을 분류하고, 속성 간의 상호 의존적인 동

시 발생(co-occurrences)을 바탕으로 스타일의 규칙을 모델링하 다. 최종적

으로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Tokumaru et al.(2003)은 색의 조화와 감각적 특성을 기반으로 셔츠와 

함께 입을 재킷이나 바지 등을 추천하는 가상 스타일 연구를 진행했다. 예

를 들어, 같은 청바지 한 벌이라도 착용 장소나 계절, 착용자의 문화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상의를 추천한다(Kalantidis, Kennedy, & Li, 2013). Cheng & 

Liu(2008)는 의복의 물리적 속성인 컬러, 프린트, 형태(shape), 소재를 Warm 

& Cool, Cheeriness, Fitness, Softness에 대응시켜 퍼지(fuzzy) 집합의 의복 감

성 공간으로 변환하 고, 신경망에 투입해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와 특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적절한 의복을 10개의 스타일(sexy, modern, 

sophisticated, elegant, luxuriant, romantic, girly, masculine, sporty, casual)로 추

천하는 디지털 개인 옷장을 제작하 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 인식 결과를 상업적인 추천 서비스에 적용하는 시

도도 있다. Chicisimo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착장 사진에서 착장 제품이

나 TPO(time, place, occasion)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패션 제품의 연관성

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취향의 그래프’로 나타냈다(“Taste graphs will 

transform fashion”, 2019). 소비자들은 주말에 편안한 룩으로 H&M의 티셔

츠와 Zara의 반바지를, 오피스에서는 화이트 셔츠와 블랙 팬츠를, 여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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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는 스트레이트 셔츠와 블루 스커트를 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21]). 이처럼 소셜 미디어의 착장 사진에서 제품과 브랜드, TPO 간의 

등장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종합하면 소비자의 선호

를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Gabriel, 2019).

[그림 21] 특정 패션 제품을 통해 추출된 취향 그래

※ 출처: chicisimo 홈페이지, 2019.

또한 의류에 스타일링 등의 패션 전문 지식을 결합한 추천도 가능해졌

다. 패션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구매이력이나 개인 취향만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적절성은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개인의 기존 옷장을 

분석하여 착용자의 선호를 분석하고, 여기에 패션 트렌드나 의복 착용의 

규칙 등 전문가의 조언을 적용하여 착용자가 자신감과 안락함을 경험하도

록 돕는 추천방식도 등장했다(Landia, 2017). 스티치 픽스(stitch fix)는 2011

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취향과 사이즈를 파악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옷으로 추천을 해주는 개인 맞춤화 스타일링 서비스를 시작

하여, 2019년 기준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Chen, 2019). 인공지

능 기술은 사용자가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평소 사이즈, 체형, 선호 가격, 

선호 스타일(보헤미안, 엣지 스타일 등) 등 90개 이상의 항목을 통해 사용

자의 선호를 프로파일링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 고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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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문했거나 반품한 제품의 이력이 있는 상품,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히

지 않은 품목을 추천 후보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동시에 제품의 100~150개

의 속성 정보(예: 컬러, 소재, 길이 등)를 분석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제품을 규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핀터레스트(Pinterest)와 같은 소셜 미디어 게시 

정보를 공유 받아 그들의 취향을 학습한다.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하여 

착장 사진에서 고객 선호와 체형 정보를 학습하고 사진 간의 유사성을 계

산하여 추천의 원천 정보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im, Mauborgne, & 

Pipino, 2019). 

제 2 절 연구 문제

패션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수가 다른 소비자보다 많은 사람들로(Bakshy, 

Mason, Hoffman, & Watts, 2011),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원이다(Honda, 2016/2017; 김우빈, 추호정, 2019에서 재인용). 이들

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상 속에 녹아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 스

타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자신의 취향을 반 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

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김우빈, 추호정, 2019). 따라서 패션 인플루

언서의 게시물을 통해 그들의 브랜드 감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

한 감성이 유사한 소비자들을 세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자신만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공유

하기에 패션 브랜드 감성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패션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착장 사진을 수집하고, 세분 집단에 따라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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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속성 별로 선호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의 

패션 브랜드 감성에 기반한 패션 제품 추천 서비스의 가중치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추천 서비스는 쇼핑몰 사용자의 브랜드 감성을 

추정하여 초기 소속 집단을 예측하고, 소속 집단 내에서 유사한 구매 패턴

을 보이는 사용자와 일대일로 매칭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의 패션 브랜드 

감성을 활용하여 패션 상품 및 연관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소비자가 선호를 명시한 패션 사진에서 패션 브랜드 감성

을 읽고, 소비자와 패션 제품을 패션 브랜드 감성 기반으로 매칭하는 추천 

서비스로 제안한다.

제 3 절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절차

연구 2의 개요는 [그림 22]와 같다. 우선 인스타그램 내 대표적인 패션 

인플루언서를 선정하고, 게시된 패션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할 것이다. 이

렇게 수집한 패션 사진은 연구 1에서 개발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를 

이용하여 인플루언서의 패션 감성을 프로파일링 한다. 다음으로 인플루언

서 중 패션 브랜드 감성 분포가 유사한 그룹끼리 세분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에서 선호하는 제품 속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패션 

브랜드 감성에 기반한 패션 제품 추천 서비스를 제안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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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내 패션 인 루언서 데이터 수집

▽

이미지 처리 (메타데이터화) (연구 1)
▽

패션 랜드 감성 분포에 따라 인 루언서를 세분 집단으로 분류 

▽

패션 랜드 감성의 세분 집단에 따른 패션 제품의 선호 속성 악

▽

패션 랜드 감성 기반 패션 제품 추천 서비스 제안

[그림 22] 연구 2의 흐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절차 1. (테스트 데이터 수집) 소비자의 취향을 자발적으로 게시하는 

소셜 미디어의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사진을 수집한다.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의 소비자 적용을 위해 인스타그램의 패션 

인플루언서 99명의 착장 사진을 랜덤으로 수집하고 착장한 의복이 전면에 

게시된 사진만 따로 분리한다.  

2) 절차 2. (이미지 전처리 과정) 수집한 사진에서 패션 브랜드 감성과 

디자인 속성을 추출하여 변수화 한다. 

절차 1에서 수집된 사진을 대상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 클래스의 확률 

분포를 추출한다. 추가로 이미지의 디자인 속성을 메타데이터로 변환시켜

주는 도구를 통해 상/하의 패션 제품의 디자인 속성 값을 추출하여 변수화 

한다. 

3) 절차 3. (유사 패션 브랜드 감성의 인플루언서 클러스터링) 인플루언

서의 착장 사진에서 획득한 브랜드 감성 분포에 따라 유사 감성 집단으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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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의 착장 사진 별로 11개의 패션 브랜드 감성 클래스 분포를 

획득하고, 클래스 별 평균 점수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인플루언서들로 

세분화한다. 

절차 4. (집단 별 패션 디자인 속성 차이 분석) 동일 세분 집단 별 패션 

제품의 디자인 속성 및 착장의 특징을 분석한다.

절차 3에서 묶인 각 세분 집단 별로 패션 디자인의 속성(아이템, 컬러, 

소재, 프린트와 패턴 등)의 출현 빈도 및 상/하의 착장에서 동시 출현 빈도

를 연관규칙으로 측정하여 집단 별 착장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절차 5. (감성 유사 집단-디자인 속성 기반 추천 설계) 패션 브랜드 감

성이 유사한 집단과 제품의 디자인 속성의 관련성에 기반하여 추천 서비

스를 설계한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패션 브랜드 감성을 추정하여 소속 집단을 예측하

고, 해당 집단에서 주로 보이는 제품의 속성 정보와 매칭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의 패션 브랜드 감성에 기반한 패션 상품 추천 및 연관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국내 패션 인플루언서를 선정하기 위해 이들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키워드 검색(#패션, #데일리룩, #옷스타그램, #ootd, #아웃핏 등)을 

실시하 다. Ismail(2018)의 팔로워 규모에 따른 인플루언서 분류 기준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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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인플루언서를 메가, 매크로, 마이크로, 나노로 분류하 고, 이 중 본

인의 일상 콘텐츠보다 화제성이나 협찬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메가 인플루

언서를 제외하고, 매크로(N=15), 마이크로(N=62), 나노 인플루언서(N=22)의 

공개된 계정 총 99개를 확보하 다. 

확보한 인플루언서의 공개 게시물(게시 기간: 2016년 1월 1일~2021년 2

월 10일)에서 계정에 따라 최대 2,200개씩 무작위로 게시물을 수집하 다. 

결과적으로 101,047장의 사진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에서 착장 사진만 선

별하 다. 인플루언서가 동일 착장을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 장만 남기어 분석에 사용하 다. 그리하여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총 

18,644장이다([표 17]). 이 중 매크로 인플루언서의 패션 사진은 2,529장, 마

이크로 인플루언서는 12,619장, 나노 인플루언서는 3,516장이 차지하고 있

었다. 

category code 팔로워 수(K=천) 게시물 수

수집한

게시물 수

수집한

사진 수

수집한

패션 사진 수macro A01 643K 530 530 1,298 55macro A02 114K 419 255 511 53macro A03 118K 889 889 2,366 213macro A04 112K 367 367 1,022 89macro A05 263K 2,574 2,200 5,474 306macro A06 142K 5,701 2,200 3,631 53macro A07 182K 8,549 2,200 3,821 76macro A08 147K 992 933 4,440 744macro A09 198K 1,151 1,151 2,453 198macro A10 117K 1,350 1,350 3,174 164macro A11 245K 526 526 1,434 41macro A12 285K 320 320 432 12macro A13 117K 3,958 2,200 4,873 73macro A14 250K 765 765 1,257 42macro A15 239K 2,688 2,200 4,691 410

[표 17] 패션 인 루언서에 따른 게시물 수집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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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5 2,933K 30,779 18,086 40,877 2,529micro I01 12.6K 280 280 556 53micro I02 19.2K 968 968 2,235 78micro I03 15.6K 215 215 517 135micro I04 54.5K 299 299 1,580 258micro I05 51K 3,402 2,200 5,332 59micro I06 94.3K 1,602 1,602 2,553 398micro I07 33.5K 1,529 1,529 4,218 150micro I08 66.6K 1,405 1,405 1,819 191micro I09 29.7K 3,774 2,200 3,191 770micro I10 74.3K 2,285 2,200 7,402 252micro I11 34.3K 2,469 2,200 3,467 150micro I12 68.5K 997 997 3,374 483micro I13 17.5K 3,371 2,200 3,326 199micro I14 78.3K 1,408 1,408 1,977 34micro I15 40.3K 5,909 2,200 7,431 20micro I16 79.3K 302 302 1,400 149micro I17 91.1K 5,136 2,200 5,404 179micro I18 42.3K 4,793 2,200 4,094 361micro I19 31.9K 268 268 1,514 112micro I20 15.1K 174 174 345 89micro I21 12.2K  1,000  1,000 2,543 64micro I22 35.2K 979 979 1,679 178micro I23 33K 202 202 407 144micro I24 49.3K 481 481 1,623 331micro I25 21.7K 692 692 1,418 299micro I26 61.4K 2,560  2,200 3,394 158micro I27 12.5K 291 291 908 41micro I28 10.5K 4,519  2,200 3,751 370micro I29 25.6K 618 618 2,250 84micro I30 27.4K 3,187  2,200 4,578 50micro I31 20.7K 2,903  2,200 3,311 69micro I32 31.1K 537 537 1,144 412micro I33 16.6K 2,715  2,200 8,491 301micro I34 27.8K 2,737  2,200 5,619 714micro I35 73.8K  1,186  1,186 4,252 150micro I36 65.9K 3,871  2,200 6,543 1330micro I37 52.9K 2,791  2,200 6,988 146micro I38 10K 305 305 546 96micro I39 17.3K  1,431  1,431 2,871 107micro I40 64.9K 2,405  2,200 2,796 68micro I41 61.8K 321 321 1,05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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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I42 42.8K 2,339  2,200 2,962 168micro I43 24.8K 2,966  2,200 2,725 137micro I44 43.2K 2,841  2,200 6,813 33micro I45 26.9K 131 130 454 93micro I46 52.6K 393 393 817 335micro I47 15.7K 433 432 2,140 396micro I48 17.3K 358 358 849 154micro I49 77.7K 4,833  2,200 4,320 121micro I50 39.5K 504 504 2,592 51micro I51 37.8K 215 215 449 97micro I52 13K 197 197 798 147micro I53 19.3K 390 390 1,352 110micro I54 28.4K 301 301 381 26micro I55 46.3K 292 265 413 42micro I56 96.1K 86 85 103 12micro I57 11K 593 593 1,223 75micro I58 80K 8,222  2,200 9,409 658micro I59 14.5K  1,053  1,053 1,427 77micro I60 18.8K 881 881 2,120 249micro I61 36.6K 2,709  2,200 7,265 57micro I62 15.7K 348 344 1,145 192
소계 62 2439.5 106,402 74,231 177,658 12,619nano N01 1,908 58 38  78 34nano N02 2,267 383 383 718 150nano N03 8,935  1,511  1,511 4,964 523nano N04 4,770 218 218 559 75nano N05 2,451  88  88 169 81nano N06 5,838 120 120 741 119nano N07 2,794 280 280 449 278nano N08 1,390 148 148 610 137nano N09 3,230 76 76 123 51nano N10 7,596 98 98 137 97nano N11 1,326 114 114 209 88nano N12 4,459 284 284 1,020 277nano N13 1,560 37 37 174 37nano N14 4,300 73 73 285 52nano N15 8,665 2,013  1,945 5,173 727nano N16 2,761 69 69 174 30nano N17 4,979 265 265 292 108nano N18 1,611 143 143 197 64nano N19 2,335 44 44 132 44nano N20 6,967 621 621 3,149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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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자료 전처리 

이미지는 시각 정보이기 때문에 색상, 도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보다 풍부한 정보를 내포한다(홍택은 외, 2016). 그런데 

이미지 빅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라벨링

(labeling)된 메타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을 위해

서는 이미지에 변수들을 설명한 주석, 즉 태그(tag)를 달아 놓은 대량의 데

이터 세트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주관적 감성을 학습한 분류기를 

사용하여 인플루언서의 착장 사진의 패션 감성 클래스 별 예측 비율과 함

께 패션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 태깅 서비스 이미지를 메타데이터로 변

환시켜주는 도구를 이용하여 상하의 의류의 각 속성을 데이터화 하 다.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는 하나의 사진을 입력하 을 때, C1~C11까지 

각각의 소속 정도를 확률의 분포로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사진 별 클래

스의 합은 항상 1(100%)이 된다([표 18]). [표 18]은 [그림 23]의 인플루언서

의 착장 사진을 투입한 결과, C1~C11 클래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대표 클래스를 함께 제시하 다.

동시에 패션 사진을 십여 가지 속성의 메타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도구

를 이용해 의복(상의, 하의, 원피스)과 관련된 속성(아이템, 길이, Top 3 컬

러, Top 3 소재감, Top 3 스타일, 디테일 등)을 추출하여 텍스트로 변환시

켰다. 이 도구는 각 패션 속성에 대한 지도학습을 마친 사진 검색 모델을 

nano N21 1,510  2,142  2,142 7,128 97nano N22 3,223 33 33  37 35
소계 22 84,875 8,818 8,730 26,518 3,516

합계 145,999 101,047 245,053 1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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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새로운 사진이 투입되었을 때 속성별 예측 값을 결과로 도출시

키는데, 내부적으로 약 90%의 정확도를 보고한다(데이터바우처 가공서비

스, 2021). 따라서 이 결과들은 자칫 패션 상품을 설명하는 텍스트 데이터

에서 누락될 수 있는 속성을 빠짐없이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진다. 일례로 이를 이용해서 [그림 23]의 패션 사진을 변환시킨 데이

터는 [표 19]에 제시하 다.

[그림 23] 인스타그램에서 수집한 패션 사진 시
※ 참고: 사진 아래 문자열 첫 은 ‘감성분류(ID_사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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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means 알고리즘

K-means 알고리즘은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구자가 지정한 

k개의 군집의 수만큼 초기 군집을 생성하고, 중심 값(centroid)을 구한다. 각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군집의 중심에 우선 할당되며, 가장 가까운 중심점

으로 재할당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각 데이터가 더 이상 새로운 군집으로 

할당되지 않으면, 학습은 종료된다.

4) 연관규칙분석

연관규칙(association rule analysis)이란 장바구니 분석(basket analysis)이라

고도 불리는데, 거래나 사건들 간의 일련의 규칙을 생성하는 규칙 기반 기

계학습 방법으로, 다수의 항목들 간의 동시 발생 규칙을 찾아내는 데 사용

된다(Raorane, Kulkarni, & Jitkar, 2012). 

연관규칙의 평가 척도로는 주로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

도(lift)가 사용된다. 각 지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착장 세트 중에서 어떤 상의 A와 하의 B가 한 착장 이미지 

안에서 동시에 나타날 확률, 즉, 연관성을 의미하는 지지도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된다(식 3). 

Support(A ⇒ B) = P(A, B)   (식 3)

상의 A를 착용한 상황에서 하의는 B를 착용할 확률을 판별하는 신뢰도

는 (식 4)에서와 같이 조건절(A)과 결과절(B)의 조건부 확률로 정의된다. 

Confidence(A ⇒ B) = P(A, B) / P(A)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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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규칙 모두 연관성을 보는 데 유용하지만, ‘우연에 의해’ 연관성이 높

은 것들이 있다. 규칙의 효용성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A, B 간에 

생성된 규칙이 실제 효용가치가 있는 지 판별할 수 있는 향상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향상도는 착장한 두 아이템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 상의 A를 착용할 때, B도 착용하는지 연관성을 살펴본다(식 5). 전

체 착장 중에 A를 착장한 것과 전체 착장 중에 B가 포함된 착장 중에서, 

전체 착장 중 A, B를 모두 착장한 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즉, 독립적인 관계라면 향상도의 값은 1이다. 그렇

기 때문에 향상도가 1보다 클수록 두 제품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Lift(A ⇒ B) = P(A, B) / P(A) · P(B)  (식 5)

3. 자료 분석 방법

1) 패션 감성에 따른 소비자 세분화

본 연구에서는 지도학습이 가지는 여러 제한점과 함께 SNS 사용자가 

게시하는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의 패션 취향을 프로파일링 하고, 유사한 

소비자끼리 세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비지도학습인 군집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사진을 개발된 패션 

감성으로 변환한 뒤 이를 입력 데이터 대상으로 삼고, K-means 알고리즘을 

통해 군집화를 실시한다(부록 2 참고). 

최적의 군집수를 도출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의 NbClust 패키지를 사용하

는 방법과 군집 내 데이터들의 제곱합(Sum of Square)의 응집도(withinss)와 

분리도(betweenss)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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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관성 분석

패션 취향에 따라 특정한 패션 제품들 간에는 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면 소비자의 취향을 알 수 있

다(Gabriel, 2018). 세분 감성 집단에 따라 착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장바

구니 분석이라고도 불리는 연관규칙분석을 사용하여 제품 간의 상관관계

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은 R 프로그램 Arules 패키지(Hahsler, Buchta, 

Gruen, & Hornik, 2021)의 장바구니 분석 알고리즘 ‘apriori’를 사용한다(나

종화, 2017)(부록 3 참고). 

제 4 절 연구 결과

1.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브랜드 감성 출현 빈도 분석

앞의 절차에 따라 수집된 18,664장의 패션 사진은 패션 브랜드 감성 분

류기에 투입되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포 값으로 변환되었다. 즉, 

한 장의 패션 사진은 C1~C11 클래스가 각각 0~1 사이의 수치를 가지는 패

션 브랜드 감성의 속성 값으로 변환되었다(부록 5). 이렇게 변환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차지하는 클래스를 Top-1 패션 브랜드 감성으로 명명하

다(부록 6). 

인플루언서에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패션 브랜드 감성은 C10 

(Balenciaga, Saint Laurent, Balmain)(28.0%), C2(Louis Vuitton, Burberry) 

(24.8%), C6(Jil Sander, Celine, Chloé)(14.9%) 순이었고, C3(Christian Dior) 

(.1%), C9(Alexander McQueen)(.6%), C8(Acne Studio, Maison Margiela)(.9%)

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미니멀리즘의 트렌드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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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미니멀리즘 감성인 C6, C2, C10이 더욱 강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20]). 

 

2. 인플루언서의 패션 브랜드 감성 유사성에 따른 세분화

1) 최적의 군집 수(k) 찾기

18,664장의 패션 사진에 대한 C1~C11 클래스 값을 기준으로 최적의 군

집수를 찾기 위해 먼저 NbClust 패키지(Charrad, Ghazzali, Boiteau, & 

Niknafs, 2014)를 사용하 다. 최소 2개, 최대 10개의 군집수를 지정하여 

NbClust가 추천하는 군집의 수를 도출했다. NbClust 패키지는 군집 수, 거

리측정 및 군집화 방법의 조합을 통해 최상의 군집 계획을 제안한다. 

NbClust 결과 생성되는 D index 그래프([그림 24])를 통해 좌측 그래프에서

는 D index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우측 그래프에서는 증가된 이

후에 변화가 없는 군집 수를 찾았다(Charrad et al., 2014). 따라서 가장 적

합한 세분 집단의 수는 3개로 보았다.

군집 내 데이터들의 제곱합의 응집도와 분리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군집 내 제곱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 25]에서도 군집 수가 3개

를 넘어가면서 그룹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

서 이후 분석에서는 세분 집단의 수를 3개로 지정하 다.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Min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4 .00Max 25.27 66.49 1.89 30.95 88.64 64.63 18.64 10.94 17.80 69.64 28.70Mean 9.36 24.83 .10 12.47 2.95 14.91 3.32 .91 .60 28.00 2.53Std. 5.37 11.12 .34 6.74 9.29 12.32 3.61 1.73 1.93 11.01 3.48

[표 20]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의 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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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최 의 군집 수를 도출하기 한 NbClust 결과 

[그림 25] 최 의 군집 수를 도출하기 한 엘보우 차트 결과

2) 세분 집단의 특성 파악

소비자 세분 집단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세 군집의 패션 브랜드 하위 

감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군집 별 중심 좌표를 얻고([표 

21]), 관측치 개개의 값이 집단 별로 어떻게 다른지 ggplot2 패키지

(Wickham, 2016)의 좌표 그림으로 시각화하 다([그림 26]). 

집단 1과 2는 C10(Balenciaga 외)에서는 거의 점수 차이가 없었으나 이

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서로 대칭의 형태를 나타냈는데, 군집 1(N=8)은 

C6(Chloé 외)과 C7(Isabel Marant)이 특히 높은 반면 C2(Burberry, Louis 

Vuttion)와 C4(Chanel)는 낮아 ‘Celine style lover’로 명명하 다. 반면,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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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40)는 C2(Burberry, Louis Vuttion)와 C4(Chanel)가 높고, C6(Chloé 외)은 

낮아 가시성이 강해, ‘Chanel style lover’로 명명하 다. 군집 3(N=51)은 다

른 두 집단에 비해 C10(Balenciaga 외)과 C11(Off White, Vetments)이 두드

러진 반면, C1(Gucci, Thom Browne)은 낮아, ‘Balenciaga style lover’로 명명

하 다.  

군집 size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1(Celine-lover) 28 -.22 -.93 -.25 -.75 .43 1.12 .82 -.34 .19 -.31 -.132(Chanel-lover) 46 .50 .58 .30 .64 -.16 -.50 -.38 .04 -.12 -.32 -.243(Balenciaga-lover) 25 -.68 -.02 -.27 -.34 -.19 -.34 -.22 .30 .00 .94 .58
[표 21] 군집의 특성: 심좌표

[그림 26] 패션 랜드 감성에 따른 세분 집단별 하  감성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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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브랜드 감성 유사 집단에 따른 패션 스타일 특징 비교

1) 패션 아이템의 차이 분석

이전 결과에서 주관적 지표인 패션 감성에 따라 세 개 집단으로 분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분 집단에 따라 카테고리, 아이템, 스타일, 

컬러, 소재, 프린트와 패턴 등 객관적 속성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스타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상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표 22]). 세 집단 모두 카테고리

에서 캐주얼 상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으나, 집단 1(Celine style 

lover)과 집단 2(Chanel style lover)에서는 셔츠 대신 블라우스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집단 3(Balenciaga style lover)에서는 재킷, 니트, 셔츠 

순이었다. 상의 아이템은 세 집단 모두 티셔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1은 블라우스와 스웨터셔츠, 스웨터, 셔츠 순이었고, 

집단 2에서는 스웨터, 스웨트 셔츠, 블라우스, 가디건 순이었다. 반면 집단 

3에서는 스웨트셔츠와 후드가 주로 나타났다. 스타일은 세 집단 모두 캐주

얼 무드가 강했으며, 이어 페미닌과 오피스룩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다. 

컬러는 블랙앤화이트(black & white)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레이, 네

이비, 베이지가 서브 컬러로 등장하 고, 블루 계열이 그 뒤를 이었다. 마

이너 컬러 그룹에서는 집단 1에서는 레드/옐로우/퍼플/그린의 비비드(vivid) 

톤 위주의 컬러가, 집단 2에서는 핑크/퍼플/라벤더/레드의 레드와 퍼플 계

열의 컬러가 등장했으며, 집단 3에서는 색상과 톤의 구별이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소재감은 면, 합성섬유, 울/캐시미어, 퍼(fur), 가죽, 무스탕 등이 주로 등

장했다. 프린트와 패턴은 무지(solid)가 대다수를 차지하 고, 집단 1에서는 

체크가, 집단 2와 3에서는 레터링(lettering)과 그래픽 무늬가 자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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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3에서는 적은 수이지만 앞의 두 집단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타이다이

(tie-dye), 지브라(zebra), 페이즐리(paisley), 그라데이션(gradation), 지그재그

(zigzag) 등의 무늬가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었다.

[표 23]에서와 같이 하의의 아이템은 청바지와 슬랙스가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 2(Chanel style lover)에서는 다른 두 집단보다 스

커트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하의의 스타일은 캐주얼이 강세 으며, 

집단 1(Celine style lover)은 프레피 룩이 특히 상위에 랭크되었다. 반면 에

스닉이나 리조트같은 디테일이 강한 스타일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집단 

2(Chanel style lover)에서는 리터리와 파티, 히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의의 컬러는 청바지의 향으로 블랙과 블루, 화이트가 메인이었으며, 

그레이와 네이비, 브라운, 베이지가 서브 컬러로 사용되고 있었다. 프린트

와 패턴은 무지와 체크패턴 순이었지만, 집단 2에서 플로럴이 조금 더 등

장했다. 집단 1과 2에서는 지그재그, 타이다이, 지브라, 페이즐리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집단 3에서는 모든 프린트와 패턴이 등장하 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착장에서 오는 브랜드 감성

으로 소비자를 분류할 경우, ‘Celine style lover’, ‘Chanel style lover’, 

‘Balenciaga style lover’로 크게 세분화할 수 있었고, 각 집단 별로 디자인의 

속성(착용 아이템, 컬러, 소재감, 프린트와 패턴, 스타일)은 착용 빈도에 차

이가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패션 소비자 감성 패션 규칙은 추후 제품 속

성과의 추천 서비스의 패션 지식으로 투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 

2(Chanel style lover)에서는 셔츠 대신에 블라우스를 바지 대신 스커트를 우

선 추천해야 할 것이며, 컬러는 페미닌한 계열을 제안해야 한다. 반면 집

단 3(Balenciaga-lover)에는 리터리나 파티룩, 히피 스타일을 우선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세분 집단 별 제품 추천 속성

의 가중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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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3 

싱
.코트

2.14싱
.코트

1.56
모
피
코
트

1.72
14 

바
람
막
이

1.49
터
틀
넥

1.10
항
공
퍼

1.13
15 

데
님
재
킷

1.30
항
공
퍼

1.07
데
님
재
킷

1.00
16 

탱
크
탑

1.21
데
님
재
킷

1.06
바
람
막
이

.96
17 

베
스
트

1.12
폴
로
셔
츠

.97
항
공
퍼

.94
18 

더
블

.재킷
1.02더

블
.코트

.93바
이
커
재
킷

.90
19 

집
업
재
킷

.93트
치
코
트

.91니
트
베
스
트

.85
20 

바
이
커
재
킷

.93
트
럭
커

.84
트
럭
커

.79
합
계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표
 2
2
] 
패
션
 
랜
드
 감
성
에
 따
른
 세
분
집
단
 별
 상
의
 착
장
 비
교



-
 
1
1
8
 -

순

상
의

-스타일
상
의

-컬러
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

el-lover)
집
단
 3(Balen

ciaga-lov
er)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e

l-lover)
집
단
 3(Balen

ciaga-lo
ver)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1 
캐
주
얼

92.1
캐
주
얼

89.1
캐
주
얼

89.2
블
랙

29.2
블
랙

24.4
블
랙

25.5
2 

페
미
닌

2.9
페
미
닌

7.1
페
미
닌

6.4
화
이
트

18.8
화
이
트

18.9
화
이
트

21.1
3 오

피
스
룩

2.4오
피
스
룩

2.2
오
피
스
룩

2.6
그
이

8.1
베
이
지

13.6
베
이
지

12.5
4 

피
1.1

피
.3

리
조
트

.7네
이
비

6.9
그
이

9.1
그
이

8.1
5 아

웃
도
어

.6아
웃
도
어

.3아
웃
도
어

.4베
이
지

6.6
라
운

5.5
라
운

5.7
6 

리
조
트

.3
펑
크

.3
히
피

.2
라
운

5.1스
카
이
블
루

4.7
네
이
비

4.3
7 

펑
크

.3리
조
트

.2
펑
크

.1스카
이
블
루

4.7
블
루

3.9스
카
이
블
루

3.4
8 

히
피

.2
복
고

.2
티

.1
블
루

3.8
네
이
비

3.7
블
루

3.4
9 

마
린

.1에
스
닉

.1
에
스
닉

.1
드

2.9
핑
크

3.3
핑
크

2.3
10 

에
스
닉

.1
히
피

.0
복
고

.1
로
우

2.9
퍼

2.1
로
우

2.2
11 

리
터
리

.0
마
린

.0
피

.0
퍼

2.6
라
벤
더

2.1
드

2.0
12 

복
고

.0
리
터
리

.0
리
터
리

.0
그
린

2.2
드

2.0
카
키

2.0
13 

컨
트
리

.0
티

.0
컨
트
리

.0
카
키

1.7
로
우

1.9
퍼

1.9
14 

티
.0컨

트
리

.0
마
린

.0
핑
크

1.7
카
키

1.5
라
벤
더

1.9
15 

라
벤
더

1.0
그
린

1.4
그
린

1.3
16 

오
지

.7오
지

.8
오
지

1.0
17 

민
트

.6
민
트

.8
민
트

.9
18 

와
인

.6
와
인

.2
와
인

.5
19 20 합
계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
 
1
1
9
 -

순

상
의

-소재감
상
의

-린트
&패턴

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

el-lover)
집
단
 3(Balen

ciaga-lov
er)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e

l-lover)
집
단
 3(Balen

ciaga-lo
ver)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1 
면

50.6
면

43.8
면

45.1
무
지

82.9
무
지

87.2
무
지

87.9
2 합

성
섬
유

24.4
합
성
섬
유

21.2
합
성
섬
유

26.1
체
크

11.7
터
링

7.2
터
링

4.4
3 

니
트

10.0
니
트

18.5
니
트

11.8
터
링

1.3
그
래
픽

1.9
그
래
픽

1.9
4 울

/캐시미어
5.0울

/캐시미어
6.5울

/캐시미
어

7.3
그
래
픽

.7
체
크

.8스
트
라
이

1.5
5 

퍼
2.6

퍼
2.0

퍼
1.8

로
럴

.7스트
라
이

.7
체
크

1.1
6 

무
스
탕

2.3
무
스
탕

1.9
가
죽

1.5스
트
라
이

.7
로
럴

.5
로
럴

1.0
7 

데
님

1.5
데
님

1.2
무
스
탕

1.5카
무
라
쥬

.7
도
트

.5
도
트

.6
8 

가
죽

1.3
가
죽

1.1
데
님

1.1그
라
데
이
션

.5
호
피

.5
호
피

.5
9 

린
넨

.4
린
넨

.8
린
넨

.8
호
피

.5카무
라
쥬

.4카
무
라
쥬

.5
10 

벨
벳

.4트
드

.7
트
드

.6
도
트

.4타
이
다
이

.1지
그
재
그

.3
11 

리
스

.4앙
고
라

.5
벨
벳

.4지
그
재
그

.1페
이
즐
리

.1페
이
즐
리

.1
12 

스
웨
이
드

.3
시
폰

.4스
덱
스

.3타
이
다
이

.0그라
데
이
션

.0
지
라

.1
13 

트
드

.2
리
스

.4코
듀
로
이

.3지
라

.0지
라

.0타
이
다
이

.1
14 

스
덱
스

.2
벨
벳

.3스
웨
이
드

.3페
이
즐
리

.0지
그
재
그

.0그
라
데
이
션

.1
15 

앙
고
라

.2
이
스

.2
리
스

.3
16 

코
듀
로
이

.1코
듀
로
이

.1
앙
고
라

.2
17 

이
스

.1네
오

.1
시
폰

.1
18 비

닐
/PVC

.1스
덱
스

.1
이
스

.1
19 

네
오

.1스
웨
이
드

.0
메
시

.1
20 

시
폰

.0
지

.0비
닐

/PVC
.1

합
계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
 
1
2
0
 -

순

하
의

-카테고
리

하
의

-아이템
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

el-lover)
집
단
 3(Balen

ciaga-lov
er)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e

l-lover)
집
단
 3(Balen

ciaga-lo
ver)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1 
팬
츠

37.4
팬
츠

35.9
팬
츠

42.8
청
바
지

28.0
청
바
지

25.0
청
바
지

24.5
2 

청
바
지

34.0
스
커
트

34.9
스
커
트

29.7
슬
랙
스

14.0
슬
랙
스

14.9
슬
랙
스

15.5
3 

스
커
트

28.0
청
바
지

28.9
청
바
지

27.4스
웨
트
팬
츠

7.7
어
스
커
트

9.5와
이
드
팬
츠

10.7
4 

수
트

.7
수
트

.2
수
트

.2와이
드
팬
츠

6.9
스
커
트

9.2
스
커
트

8.9
5 

데
님
스
커
트

6.3와
이
드
팬
츠

7.2스
웨
트
팬
츠

7.6
6 

리
츠
스
커
트

6.0스
웨
트
팬
츠

6.9
어
스
커
트

7.5
7 

청
반
바
지

6.0
리
츠
스
커
트

6.6데
님
스
커
트

5.1
8 

스
커
트

5.9데
님
스
커
트

5.1
리
츠
스
커
트

4.1
9 

어
스
커
트

5.4청
반
바
지

3.9
치
노
팬
츠

3.1
10 

치
노
팬
츠

3.7치
노
팬
츠

3.5
깅
스

3.0
11 

깅
스

2.0
깅
스

1.5
청
반
바
지

2.9
12 

킬
트
스
커
트

2.0트
럼
펫
스
커
트

1.5트
럼
펫
스
커
트

1.6
13 

카
고
팬
츠

1.5러
스
커
트

1.3
카
고
팬
츠

1.4
14 

트
럼
펫
스
커
트

.9카
고
팬
츠

.6러
스
커
트

.8
15 

잠
옷
바
지

.8킬트
스
커
트

.6배
기
팬
츠

.7
16 

러
스
커
트

.7티어
드
스
커
트

.5킬
트
스
커
트

.6
17 

멜
빵
바
지

.7배
기
팬
츠

.5티어
드
스
커
트

.5
18 

페
럼
스
커
트

.4튤
스
커
트

.4스
키
팬
츠

.5
19 

스
키
팬
츠

.3잠
옷
바
지

.4튤
스
커
트

.3
20 

배
기
팬
츠

.3스
키
팬
츠

.3멜
빵
바
지

.2
합
계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표
 2
3
] 
패
션
 
랜
드
 감
성
에
 따
른
 세
분
집
단
 별
 하
의
 착
장
 비
교



-
 
1
2
1
 -

순

하
의

-스타일
하
의

-컬러
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

el-lover)
집
단
 3(Balen

ciaga-lov
er)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

el-lover)
집
단
 3(Balen

ciaga-lov
er)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1 
캐
주
얼

87.8
캐
주
얼

82.6
캐
주
얼

83.7
블
랙

31.9
블
랙

31.3
블
랙

31.4
2 

피
4.9

페
미
닌

10.6
페
미
닌

9.0
블
루

14.4
블
루

13.5
블
루

13.8
3 

페
미
닌

4.1
피

3.0
오
피
스
룩

4.1스
카
이
블
루

12.5
화
이
트

11.4
화
이
트

10.6
4 오

피
스
룩

1.5오
피
스
룩

3.0
피

1.3
그
이

8.2
베
이
지

10.7
베
이
지

10.4
5 

리
터
리

.5아
웃
도
어

.3아
웃
도
어

.9화
이
트

7.4스
카
이
블
루

10.1
스
카
이
블
루

8.4
6 아

웃
도
어

.4리
조
트

.1
리
조
트

.3베
이
지

7.1
그
이

6.8
그
이

7.5
7 

컨
트
리

.3에
스
닉

.1
펑
크

.2네
이
비

5.8
라
운

4.6
라
운

4.6
8 

티
.2컨

트
리

.1
히
피

.1
라
운

2.8
네
이
비

2.8
네
이
비

4.6
9 

펑
크

.2
복
고

.0
복
고

.1
드

2.3
핑
크

2.0
핑
크

2.0
10 

히
피

.1
펑
크

.0
리
터
리

.1
카
키

2.1
카
키

1.3
드

1.5
11 

복
고

.1
리
터
리

.0
티

.1
핑
크

1.3
드

1.2
카
키

1.5
12 

에
스
닉

.0
티

.0
컨
트
리

.1
그
린

1.1
로
우

1.1
그
린

.8
13 

리
조
트

.0
히
피

.0
에
스
닉

.0오
지

1.0
라
벤
더

1.0
로
우

.7
14 

로
우

.8
퍼

.8
오
지

.6
15 

퍼
.7

그
린

.7
퍼

.6
16 

라
벤
더

.4오
지

.3
라
벤
더

.5
17 

와
인

.1
와
인

.3
민
트

.3
18 

민
트

.0
민
트

.3
와
인

.2
19 20 합
계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1,075
100.0

6,159
100.0

5,420
100.0



-
 
1
2
2
 -

순

하
의

-소재감
하
의

-린트
&패턴

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

el-lover)
집
단
 3(Balen

ciaga-lov
er)집

단
 1(Celin

e-lover)
집
단
 2(Chan

el-lover)
집
단
 3(Balen

ciaga-lov
er)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키
워
드

비
율

1 
데
님

34.0
합
성
섬
유

38.8
합
성
섬
유

36.7
무
지

82.9
무
지

87.2
무
지

87.9
2 합

성
섬
유

33.6
데
님

28.5
데
님

27.3
체
크

11.7
체
크

7.2
체
크

4.4
3 

면
26.2

면
23.3

면
26.3

터
링

1.3
로
럴

1.9
터
링

1.9
4 스

덱
스

1.7울
/캐시미어

2.4
스
덱
스

2.2
그
래
픽

.7스트
라
이

.8
로
럴

1.5
5 울

/캐시미어
1.1

니
트

1.7
가
죽

1.5스
트
라
이

.7
도
트

.7스
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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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분 집단의 상하의 착장 특성

착장 사진에서 연상되는 패션 브랜드 감성은 상의, 하의 단품 아이템이 

아닌 상-하의 착장의 조합에 따른 전반적인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기 마련

이다. 따라서 세 가지 세분 집단에 따라 상의와 하의의 코디네이션에 차이

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코디네이션 규칙은 상품 제안 시, 함께 구입한 

빈도가 높은 제품을 교차 상품(cross-selling)으로 추천하여 결과적으로 고객

별 총 구매 금액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집한 패션 착장 사진 중 상의와 하의의 세트로 구성된 이미지는 총 

12,654건이었다. 이들 데이터의 특성은 다음 [표 24]와 같다. 컬러, 소재감, 

스타일, 프린트와 패턴은 의복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속성(Top-1)을 사용하

고, 스타일의 경우에는 Top-1에서 ‘캐주얼’로 분류된 키워드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Top-2로 분류된 키워드를 분석에 투입하여 

상-하의 아이템 속성 간의 연관분석을 실시하 다. 연관분석을 위해 투입

된 최종 변수는 [표 25]와 같다. 

항목
빈도(N) 비율(%) 항목

빈도(N) 비율(%)
인

루언서

매크로 1,626 12.8
상의

니트웨어 1,852 14.6
마이크로 8,652 68.4 베스트 129 1.0
나노 2,376 18.8 블라우스 1,080 8.5

감성

집단 1 1,075 8.5 셔츠 823 6.5
집단 2 6,159 48.7 재킷 2,428 19.2
집단 3 5,420 42.8 퍼 247 2.0

하의

스커트 4,060 32.1 캐주얼상의 4,517 35.7
수트 31 .2 코트 979 7.7

청바지 3,631 28.7 탑 168 1.3
팬츠 4,932 39.0 패딩 431 3.4

합계 12,654 100.0 합계 12,654 100.0

[표 24] 착장 사진 데이터셋의 특성



- 124 -

변수명 하  속성 속성 개수

소비자 세분집단 집단 1, 집단 2, 집단 3 3
패션 랜드 감성 C1, C2, C3, …, C11 11
상의 아이템 가디건, 가죽자켓, 더블 스티드재킷, …, 후드 51
하의 아이템 데님스커트, 러 스커트, 깅스, …, 리츠스커트 25

상/하의 린트와 패턴 그라데이션, 그래픽, 도트, 터링, 무지, …, 호피 11
상/하의 스타일(Top-2) 리조트, 마린, 리터리, 복고, 아웃도어, …, 히피 15
상/하의 컬러 그 이, 그린, 네이비, 라벤더, 드, …, 핑크, 화이트 19

[표 25] 연 분석을 해 투입된 변수의 특성

먼저 집단 1(Celine style lover)에 대한 연관분석 결과이다. 상하의가 한 

착장 안에 나타날 확률인 지지도 .1과 상의 A일 때, 하의 B를 입을 확률인 

신뢰도 .5으로 제한한 경우 총 61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었다(부록 6). 유

용한 연관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지지도를 .2 이상, 신뢰도는 .6 이상

으로 제한을 하 다. 지지도와 신뢰도 수치는 데이터에 따라 변화시켜 나

가며 유용한 규칙이 나오는 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한다. 규칙이 도출되지 

않으면, 지지도나 신뢰도를 더 낮춰가며 탐색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값을 향상시켜 유의한 규칙을 찾아나갈 수 있다. 다만 향상도의 경우 1보

다 작을 경우 이는 우연히 발생했을 규칙을 의미하므로 이는 규칙에서 제

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토마스 러, 2014/2016).

rules 조건 결과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1]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무지} .28 .98 1.19[2] {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25 .63 1.08[3]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20 .63 1.08[4] {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28 .86 1.04[5] {상의_패턴=무지} {하의_패턴=무지} .49 .84 1.01[6] {} {하의_패턴=무지} .83 .83 1.00[7] { 랜드_감성=C2} {하의_패턴=무지} .27 .83 1.00[8] {상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24 .82 .99[9] {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32 .80 .97[10] {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20 .80 .96 ※ 최소 지지도 = .2, 최소 신뢰도 = .6

[표 26] 집단 1(Celine style lover)의 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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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규칙을 삭제하고 최종 10개의 연관 규칙이 발견되었다([표 

26]). 이를 확인하기 위해 inspect() 함수(“inspect”, 2021)를 사용하 다. 22

개의 규칙은 모두 향상도 .99 이상이다. 이중에 3번째 규칙을 해석해 보면,

∙ 상의 페미닌, 하의 무지를 동시에 착장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다. 

∙ {상의 페미닌, 하의 무지}를 입은 사람 중 약 63%는 {상의 무지}를 입는다. 

∙ 우연히 {하의 무지}를 입었을 때보다, {상의 페미닌, 하의 무지}를 입

으면 {상의 무지}를 약 1.08배 더 입는다. 

[그림 27] 집단 1(Celine style lover)의 착장 특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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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은 이를 arulesViz 패키지(Hahsler, 2017)를 이용하여 plot()함수

를 통해 연관규칙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이다. 네모는 빈번히 등장하는 키

워드를, 원의 크기는 규칙의 지지도를, 색상의 진하기는 향상도를 나타낸

다. 조건에 두 개의 키워드가 적재된 경우, 두 개의 화살표 경로를 받는다. 

연관 관계의 중심에는 하의 무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집단 2(Chanel style lover), 집단 3(Balenciaga style lover)

도 분석을 수행하 다. 집단 2(Chanel style lover)는 6,159개의 착장 집합 중 

총 103개의 규칙이 도출되었으며(부록 6), 앞의 집단 1의 절차와 마찬가지

로 좀 더 유용한 연관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지지도를 0.2 이상, 신뢰

rules 조건 결과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1]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_1=무지} .25 .98 1.13[2] {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_1=무지} .24 .98 1.13[3] {상의_스타일_2=페미닌,하의_패턴_1=무지} {상의_패턴_1=무지} .39 .81 1.07[4] {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_1=무지} .44 .81 1.07[5] {상의_패턴_1=무지,하의_컬러_1=블랙} {하의_패턴_1=무지} .22 .93 1.07[6] {하의_컬러_1=블랙} {하의_패턴_1=무지} .29 .93 1.06[7] {상의_패턴_1=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_1=무지} .20 .90 1.03[8] { 랜드_감성=C6} {하의_패턴_1=무지} .22 .90 1.03[9] {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_1=무지} .27 .89 1.02[10] {하의_패턴_1=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_1=무지} .20 .77 1.02[11] {상의_패턴_1=무지} {하의_패턴_1=무지} .66 .88 1.01[12] {하의_패턴_1=무지} {상의_패턴_1=무지} .66 .76 1.01[13] {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_1=무지} .23 .76 1.00[14] {상의_컬러_1=블랙} {하의_패턴_1=무지} .21 .87 1.00[15] {} {상의_패턴_1=무지} .75 .75 1.00[16] {} {하의_패턴_1=무지} .87 .87 1.00[17] { 랜드_감성=C10} {하의_패턴_1=무지} .26 .87 1.00[18] { 랜드_감성=C10} {상의_패턴_1=무지} .22 .75 1.00[19] {상의_패턴_1=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_1=무지} .39 .87 1.00[20] {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_1=무지} .48 .87 1.00[21] {하의_패턴_1=무지,하의_컬러_1=블랙} {상의_패턴_1=무지} .22 .74 .99[22] {하의_컬러_1=블랙} {상의_패턴_1=무지} .23 .74 .99 ※ 최소 지지도 = .2, 최소 신뢰도 = .6

[표 27] 집단 2(Chanel style lover)의 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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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0.6 이상으로 제한을 하 다. 중복되는 규칙을 삭제하고 최종 22개의 

연관 규칙이 발견되었고([표 27]), 이를 확인하기 위해 inspect() 함수를 사

용하 다. 이중에 5번째 규칙을 해석해 보면,

∙ 상의 무지, 하의 블랙 무지를 동시에 착장하는 비율은 약 22% 정도이다. 

∙ {상의 무지, 하의 블랙}을 입은 사람 중 약 93%는 {하의 무지}를 입는다. 

∙ 우연히 {하의 무지}를 입었을 때보다, {상의 무지, 하의 블랙}를 입으

면 {하의무지}를 약 1.07배 더 입는다. 

집단 2의 연관규칙을 시각화한 결과, 하의 무지, 상의 무지, 상의 페미

닌, 하의 블랙이 연관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8]). 

[그림 28] 집단 2(Chanel style lover)의 착장 특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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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집단 3(Balenciaga style lover)의 5,420개 착장에 대해 신뢰도 

.07이상, 향상도 .25이상으로 하 을 때, 총 81개의 규칙이 생성되었다. 신

뢰도 .1이상, 향상도 .3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여 최종 20개의 규칙이 도

출되었다([표 28]). 

rules 조건 결과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1] {하의_컬러=블루} {하의_아이템=청바지} .11 .76 3.11[2]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컬러=블루} .11 .43 3.11[3]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20 .81 2.38[4]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하의_아이템=청바지} .20 .58 2.38[5] {하의_컬러=블루}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11 .81 2.36[6]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하의_컬러=블루} .11 .33 2.36[7] {하의_아이템=슬랙스} {하의_스타일=페미닌} .10 .68 2.32[8] {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아이템=슬랙스} .10 .36 2.32[9] {상의_컬러=블랙} {하의_컬러=블랙} .12 .48 1.52[10] {하의_컬러=블랙} {상의_컬러=블랙} .12 .39 1.52[11] {하의_컬러=블랙} {하의_스타일=페미닌} .11 .35 1.21[12] {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컬러=블랙} .11 .38 1.21[13] { 랜드_감성=C2} {하의_컬러=블랙} .11 .36 1.14[14] {하의_컬러=블랙} { 랜드_감성=C2} .11 .35 1.14[15] {상의_패턴=스트라이 }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10 .37 1.07[16] { 랜드_감성=C2}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11 .35 1.02[17]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 랜드_감성=C2} .11 .31 1.02[18] {} {하의_컬러=블랙} .31 .31 1.00[19] {} { 랜드_감성=C2} .31 .31 1.00[20] {}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34 .34 1.00 ※ 최소 지지도 = .1, 최소 신뢰도 = .3

[표 28] 집단 3(Balenciaga style lover)의 연  규칙 

이중 13, 14번째 규칙을 해석하면,

∙ 브랜드 감성 C2(Burberry, Louis Vuittion)와 하의 블랙을 동시에 착장

하는 비율은 약 11% 정도이다. 

∙ {브랜드 감성 C2}를 입은 사람 중 약 36%는 {하의 무지}를 입는다. 혹은 

{하의 무지}를 입은 사람 중 약 34%는 {브랜드 감성 C2}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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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하의무지}를 입었을 때보다, {브랜드 감성 C2}를 입으면 {하

의무지}를 약 1.14배 더 입는다. 또는 반대로 우연히 {브랜드 감성 

C2}를 입었을 때보다, {하의무지}를 입으면 {브랜드 감성 C2}를 약 

1.14배 더 입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inspect() 함수와 그래프를 사용하 다. 연관 규칙은 

블루 그라데이션 청바지 1 그룹, 페미닌한 바지 2 그룹, 상하의 모두 블랙

인 3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9]).   

[그림 29] 집단 3(Balenciaga style lover)의 착장 특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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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기반 패션 제품 추천 

서비스 제안

이번 절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와 

연구 2의 세분시장 별 선호 제품 속성을 활용하여,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 

적용이 가능한 추천서비스를 제안해 보고자 하 다. 일대일의 개인화된 추

천 서비스는 정교화된 추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화된 추천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추천의 복잡성의 커지면서 계산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에는 유사성을 갖는 소비자들을 적정 수준의 세분집단으로 범위를 축소한 

뒤, 소속 집단 내에서 일대일의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해 보았다([그림 30]).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기반 추천 서비스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된다. 첫째, ‘패션 브랜드 감성 학습 및 분류 모듈’은 패션 사진을 인식하

여 패션 브랜드의 감성을 학습하고,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속성으로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둘째, ‘패션 제품 – 소비자 속성 학습’ 모듈에서

는 소비자의 프로파일링 정보와 쇼핑몰 내 패션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패

션 브랜드 감성 등 주요 세분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을 

세분화 하고, 세분 집단 - 제품 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학습한

다. 셋째, ‘자동화 추천 엔진’은 고객의 정보에서 추출된 세분화 변수의 특

성을 추출하여 소속 집단을 예측하고, 소속집단과 제품의 관련성을 계산하

고 우선순위에 따라 제품을 추천할 것이다. 각 모듈의 자세한 기능 설명을 

다음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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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하이엔드 패션 랜드 감성 기반 추천 시스템 개요도

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학습 및 분류 모듈

착장 사진을 투입하면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성인 하이엔드 브랜

드 감성의 클래스 별로 예측 확률이 도출되는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 모

델은 고객, 제품, 판매 DB와 연동이 된다. 먼저 패션 브랜드 감성 학습 

DB는 최신의 패션 감성을 유지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런웨이 패션 사진, 

보그 잡지 표지 및 화보 사진 등을 시즌별로 업데이트 한다. 새로 등장하

는 인플루언서와 패션 제품의 착장 사진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패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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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감성을 학습하여, 최신 감성의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그림 

31]).

회원 가입 당시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서 착장 사진 정보를 인출

하는 데 동의한 고객의 경우, 고객 DB 내 패션 브랜드 감성 정보를 구축

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패션 착장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만약 소

셜 미디어 계정이 없거나 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선호하는 착장에 대

한 사진 퀴즈를 통해 선호하는 패션 브랜드 감성을 유추할 수 있다. 과거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라면 구매한 제품의 착장 사진도 함께 수집한다. 

앞에서 수집한 패션 사진을 브랜드 감성 분류기에 투입시키고, 패션 브랜

드 감성의 하위 속성 별 확률을 출력 값으로 변환시켜 저장한다. 이를 고

객의 패션 브랜드 감성 정보의 DB와 연동한다.

제품 DB 내 패션 브랜드 감성 정보는 입점 브랜드가 입점 관리 창에서 

대표 착장으로 선정한 썸네일(thumbnail) 사진을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성 값으로 변환시켜 저장한 데이터 셋이다.

판매 정보 DB는 자사 쇼핑몰 내에 가장 잘 팔리는 주간/월간 베스트 판

매 상품, 기획전 정보 등에서 추출된 제품 착장 사진을 위의 방식으로 변

환시켜 속성 값으로 저장한 데이터 셋이다.

2. 패션 제품 – 소비자 감성정보 학습 모듈

패션 제품과 소비자 프로파일링 정보를 가공하는 모듈은 세 가지 하위 

기능으로 구성이 된다. 첫째, 패션 제품 속성 학습 기능은 쇼핑몰 내 입점

된 상품 정보(이미지, 텍스트) 내에서 상품 속성 정보를 추출한 것으로 상

품 DB에서 입력 데이터를 호출한다. 소비자 프로파일링 정보와의 매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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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패션 브랜드 감성을 포함한 제품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제품

으로 분류하는 비지도학습을 수행한다. 둘째, 소비자 구매 속성 학습 기능

은 고객들의 과거 구매 이력(이미지, 텍스트)을 바탕으로, 고객 정보 DB에

서 패션 브랜드 감성 등 주요 세분화 변수를 추출한다. 제품 속성 학습과 

동일하게 고객 속성이 유사한 소비자끼리 세분 집단을 나누어 주는 비지

도학습을 수행한다. 셋째, 제품 - 소비자 속성 매칭 모듈에서는 제품과 소

비자 집단의 구매 관련성을 연관규칙 분석을 사용하여 추천의 가중치를 

도출한다([그림 32]). 

3. 자동화 추천 엔진 모듈

자동화된 추천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비자 프로파일 

정보가 요구된다. 기존에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의 경우 구매 이력을 바탕

으로 소비자 프로파일 생성이 가능하다. 반면, 신규 고객의 경우에는 구매

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선호도 설문 조사를 유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패션 브랜드 감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를 수집해 착장 사진을 수집하여 세

분집단의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대체한다. 투입된 속성 정보가 결과 값으

로 변환되면, 여러 세분집단 중 클러스터의 중심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배정된다. 소속 세분 집단이 정해지면, 추천의 대상이 될 입점 

제품과 소속집단의 추천 가중치를 계산하여 추천 점수가 높은 제품을 최

종 추천 항목으로 제시한다. 이 때, 부가적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 별로 상

하의 착장 정보에서 얻은 연관 규칙을 추천한 제품의 교차 추천

(cross-selling) 제품으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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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논  의

1. 요약 및 결론

소비문화의 도래로 인해 우리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고정적인 소비패

턴은 존재하지 않고 관심과 성향에 따라 소비가 발생하는 ‘취향 절충주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Coulangeon, 2005).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

해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개인은 타인의 취향을 쉽게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개인의 섬세한 감성을 알아차리기 용이하고, 

감성에 따라 본인의 기호와 선호에 맞는 착장 사진과 패션과 문화적 의미

에서 내적 일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프스타일을 게시한다. 따라

서 소비자가 게시한 소셜 미디어 내 패션 사진을 대상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 기반으로 프로파일링 한다면 패션 브랜드 감성과 소비자 선호의 상

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루언서 99명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게시한 패션 사진을 랜

덤하게 수집하 고, 18,664장을 선별하여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를 활용

하여 각각의 패션 브랜드 감성을 프로파일링하 다. 패션 사진의 패션 브

랜드 감성을 C1~C11 클래스의 분포로 변환한 값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클래스를 Top-1 패션 브랜드 감성으로 명명하 는데, 가장 빈번하

게 등장한 Top-1 패션 브랜드 감성은 C10(Balenciaga, Saint Laurent, 

Balmain)(28.0%), C2(Louis Vuitton, Burberry)(24.8%), C6(Jil Sander, Celine, 

Chloé)(14.9%) 순이었고, C3(Christian Dior)(.1%), C9(Alexander 

McQueen)(.6%), C8(Acne Studio, Maison Margiela)(.9%)은 거의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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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오랜 기간 미니멀리즘의 트렌드에 향을 받아 미니멀리즘 감성인 

C6, C2, C10이 더욱 강세인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패션 사진에 대한 C1~C11 클래스 값을 기준으로 세 개의 유사한 

세분 집단을 도출했다. 세분집단 1(Celine style lover)(N=8)은 C6(Chloé 외)

과 C7(Isabel Marant)이 특히 높은 반면 C2(Burberry, Louis Vuttion)와 

C4(Chanel)는 낮다. 세분집단 2(Chanel style lover)(N=40)는 C2(Burberry, 

Louis Vuttion)와 C4(Chanel)가 높고, C6(Chloé 외)은 낮아 가시성이 강한 특

성이 있었다. 세분집단 3(Balenciaga style lover)(N=51)은 다른 두 집단에 비

해 C10(Balenciaga 외)과 C11(Off White, Vetments)이 두드러진 반면, 

C1(Gucci, Thom Browne)은 낮다. 

셋째, 세분 집단에 따라 카테고리, 아이템, 스타일, 컬러, 소재, 프린트와 

패턴 등 객관적 속성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스타일의 특성을 살펴

보았는데, 각 집단 간의 디자인 속성(예: 착용 아이템, 컬러, 소재감, 프린

트와 패턴, 스타일)은 빈도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별 디자인 속성 간의 특성은 감성 기반 추천 서비스에 추천 가중치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세분 집단에 따라 착장 스타일에 특정한 규칙이 있었고, 이를 활

용한다면 브랜드 감성에 따라 교차 상품으로 추천(Fu, & Ma, 2021; Zhang 

et al., 2012)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1과 연구 2에서 연구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와 세

분시장 별 선호 제품 속성을 활용하여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 적용이 가능

한 패션 감성 기반 상품 추천서비스를 제안해 보았다. 세 가지의 핵심 모

듈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관계를 설계하 으며, 이는 패션의 감성적 속성을 

측정하고 추천의 가중치로 투입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상품명이나 가격

과 같은 상품 특성 기반 콘텐츠 필터링 방식 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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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분되어지는 하이엔드 패

션 브랜드 감성도 소비자 착장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

은 대폭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패션 브랜드 감

성으로 소비자를 세분화 할 경우 세 가지 세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를 통해 2016년 이후 수집된 소셜 미디어의 패션 이미지는 패

션 전반적으로 미니멀리즘이 크게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 집단의 가시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 을 수 있다. 

추후에는 수집 범위를 확장시켜 연도별로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하여 키워

드 순위의 변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Wallace, Buil, and Catalán(2019)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페이스북

에 게시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가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할 때 

해당 브랜드의 구매의도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한 비즈니스 

과제로 부상 중인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인플루언서의 식별이 가

능할 것이다(Veirman, Cauberghe, & Hudders, 2017).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정보 확산에 

향력을 미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

다(Araujo, Copulsky, Hayes, Kim, & Srivastava, 2017; Himelboim & Golan, 

2019). 따라서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감성의 패션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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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성을 밝히고, 이를 시각지능이 

판별 가능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 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감성 기반 소비자 세분화에 적용하여 온라인 패션 제품

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안하 다. 현재 쇼핑몰에서 적용하고 있는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중 ‘상품 간 또는 소비자 간의 속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추천한다’는 방식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관적인 감성을 고려하지 않고 객

관적 속성의 유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추천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패션 쇼핑몰에서 진정한 취향 기반 제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패션 도메인 

지식으로 패션 브랜드 감성을 반 한 하이브리드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하고 도입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 연구를 통하여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효용성

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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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논  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로 하여금 온라인의 무수히 

많은 선택의 대안에서 자신의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어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초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다. 추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품 속성 또는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은 소비자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시각 지능 기술의 발달로 패션 사진의 속성을 자동으로 분

류하고 검색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으나, 단편

적인 아이템의 속성이 아닌 패션 착장이 전달하는 전체적인 심상이나 감

성을 이해하고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다른 공산품과 달리 객관적 

속성의 우수함 보다 소비자의 주관적 선호의 향이 큰 패션 상품의 특성 

상 패션에 특화된 검색과 추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화된 패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패션 사

진의 착장의 디자인 속성의 조합에 따라 전달되는 암시적인 속성인 패션 

브랜드 감성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하 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주관적인 개념인 패션 브랜드 감성의 하위 속성을 기계가 학습하고 일정

한 패턴을 찾아 자동적으로 브랜드 감성을 측정하는 패션 감성 분류기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패션 상품 추천에 있어 패션 브랜드 감성

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 다. 추가적으로, 

개발된 패션 감성 분류기를 온라인 쇼핑몰에 패션 감성 기반 추천 서비스

로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패션과 IT, 학문과 실무의 융합 연구로서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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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패션산업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의 감성을 학습함으로써 브랜드 감성 분류기를 개발한 연구 1과 이

를 활용하여 패션 감성 기반 추천 서비스 설계를 제안한 연구 2로 나누어 

수행하 으며, 연구 1과 연구 2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인공지능 기반 패션 감성 분류 선행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통해 

고차원적 이미지를 주로 생성하고, 여기에 담긴 기호와 상징으로 커뮤니케

이션하는 패션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빅데이터를 고차

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션 디자인의 속성 이외에 패션 사진이 가지

는 패션 감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속성도 판별하는 연구의 필요

성을 인식하 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미적이고 암시

적인 개념인 패션 브랜드 감성을 학습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패션 제품의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명시하지 않은 속성들을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써 속

성 정보를 풍부하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의 객관적 디자인 속성과 달리 주관적 속성에 대한 분류는 숙련된 

전문가들의 역이다. 하지만 패션 상품의 특성 상 새로운 시즌마다 무수

히 많이 쏟아지는 신상품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또

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주관적인 속성을 표준화하고 매 번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는 이러

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인간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전문가들은 창의력과 미적 능력이 요구되는 곳

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를 패션 감성 기반 패션 제품 

추천 서비스로 제안하기 위해 패션 인플루언서의 착장에서 패션 규칙을 

추출해 보았다. 패션 인플루언서를 패션 브랜드 감성 기반으로 세분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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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인화된 수준의 추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소셜 미디어의 패

션 이미지는 현재 패션에 전반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향력이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랜덤으로 수집한 수가 게시물의 수

가 세분 시장을 충분히 나누기 부족하 을 수도 있으므로, 추천의 규칙이 

근간이 될 학습 데이터의 수와 데이터의 수집 기간을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본 패션 브랜드 감성과 함께 패션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에 요

구되는 또 다른 암시적 속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패션 산업은 전통적으로 디자이너의 직관(intuition)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 왔다(DuBreuil & Lu, 2020; Lin & Yang, 2019; Takagi et al., 2017). 이러

한 전문가 중심의 미래 예측은 변수를 정량화하기 어렵고, 의사결정의 리

스크가 크다. 이에 유수의 쇼핑몰, 기업 웹페이지 내 상품평 등에서 텍스

트를 추출하여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하 다

(DuBreuil & Lu, 2020).

하지만, 패션 제품은 시각적 이미지가 텍스트 못지않게 중요하며, 관련

하여 패션 사전에 대한 속성을 정량화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졌다

(Chakraborty et al., 2020; Kiapour et al., 2014; Liu et al., 2016; Ma et al., 

2017; Takagi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사진에서 전달되는 주

관적인 지표들을 개발하고 분류하는 연구는 부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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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 감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소수의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감성언어를 이용하여 정량화하기 시작하 지만 인간의 주관적 

감성을 매 번 사람이 직접 측정하거나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감성의 분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감성을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무엇보다도 컬러, 소재, 스타

일, 아이템, 모델의 분위기, 메이크업, 모델 포즈, 배경 이미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이고 추상적인 패션 감성을 특정 언어와 점수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속성의 특성에 기반하여 브랜드 감성을 

분류하는 대신 기계가 학습 데이터 셋의 특성을 추론하며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감성을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한 점 역시 의의를 지

닌다. 특히 감성 분류기의 개발에 있어 컴퓨터 공학 분야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 지만, 감성 분류 기준의 체계화부터 학습 데이터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학습 전 단계에서 패션 도메인의 지식이 기계로 전이된 융합 

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는 향후 하이엔드 패션 브

랜드 감성이 매스 브랜드와 소비자로 전이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 또는 시

즌 별로 어떤 패션 브랜드 감성이 주로 트렌드로 도래하는지를 시계열적

으로 확장하는 연구, 패션 브랜드 감성의 예측력을 높이는 연구의 기초 분

석 도구가 될 것이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딥러닝 기반의 패션 감성 추출은 고도화된 추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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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기업에서는 적용해야 할 핵심 기술이 될 것임을 확인하 다. 또한, 

패션 기업은 브랜드 감성 분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과의 깊은 감

정적 유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및 전략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개발된 패션 브랜드 감성 체계는 추상적인 개념인 감성을 기

반으로 한 판별하는 도구로, 패션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서비스, 코디네

이션, 온라인 몰에서의 입점 브랜드 관리, 소비자 프로파일링 등에 다양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는 투입한 패션 사진

에 따라 패션 브랜드 감성 분포를 제시하므로 매스 패션 브랜드의 제품 

사진이나 소비자의 패션 사진을 통해 감성을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패션 제품에 대한 취향과 선호는 

어려서부터 학습된 것으로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가 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감성의 분류 체

계는 한국 소비자에게 특화되어 높은 추천의 정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의 구매이력 기반으로 한 유사제품 서비스 추천을 

넘어서, 패션 브랜드 감성을 활용하여 제품 감성과 소비자 감성의 일대일 

개인 맞춤형 추천을 제공함으로 패션 제품 추천이 더욱 정교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감성과 제품 감성의 연

관성을 기반으로 회원 가입 설문지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와 감성

을 공유하는 소비자를 타겟팅하고, 이들의 감성을 공략하는 제품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이었던 2018년 셀린(Celine)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교체가 

있다. 피비 파일로(Phoebe Philo)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셀린을 이끌며 

Celine 특유의 뉴트럴한 컬러와 프렌치 모던 감성은 편안하면서도 절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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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스러운 감성을 전달했다. 반면, 직전까지 생로랑의 디렉터 던 에디 

슬리먼(Hedi Slimane)의 ‘New Celine’은 80년대 디스코 기반의 화려함과 섹

슈얼함, 장식적인 디테일로 셀린을 변화시켰다. 이에 셀린의 오랜 소비자

들은 여전히 피비 파일로의 ‘Old Céline’을 그리워했다. 이들은 셀린 브랜

드 그 자체는 물론 브랜드 속에 녹아 있는 셀린의 감성을 공유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와 대중이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의 감성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와 브랜드의 동일시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브

랜드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패션 기업은 자사 브랜드 상품을 객관적 속성 뿐 아니라 패션 감성으로 

확대 관리하여 고객 선호를 밝히고, 고객을 세분화하여 개인화된 CRM을 

수행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객들이 게시한 패션 

사진이나 텍스트를 수집하고, 비지도 학습,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

용하여 실시간으로 취향을 분석해 비즈니스 개발에 반 함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는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취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기회를 식별함으로써 의류와 같은 제품기반 기업에 지속적

인 성장의 기회로 선순환 될 것이다(정재민 외, 2019; Seo et al., 2016; Tan 

et al., 2014).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기존 인공지능에서의 패션 감성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 중의 하나는 최

신의 학습 데이터 셋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연구의 대부분은 데이터의 자

동적인 획득과 분류가 용이한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사진과 상품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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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있다. 현재 패션 산업의 글로벌한 메가 트렌드는 미니멀리즘이다. 

따라서 메가 트렌드에 포함되지 않는 패션 속성은 올바르게 분류가 되지 

않은 채 Top-1이 분포로만 판명되거나, ‘기타’로 분류되기 마련이다. 

반면 본 연구는 패션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패션 데이터의 수

집 기간을 50년 이전인 1971년부터로 잡았다. 미국판 보그의 발행 연수가 

10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50년 이전의 데이터도 수집은 가능하지만, 본격

적인 컬러 인쇄본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수집 기간을 

정했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하이엔드 브랜드의 특성 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변화하며 브랜드의 감성도 변화할 수 있지만, 50년의 데이터 속

에서 브랜드 감성의 변화나 패션 트렌드의 향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 다. 

본 연구에서 패션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학습용 데이터 셋의 포괄

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복 중심의 데이터 셋으로서 가지는 한계점도 존재한

다. 최근 젠더에 대한 구분이 사라짐과 동시에 여성복에서도 젠더리스하거

나 유니섹스한 패션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복 중심으로 초기 감성 

클래스를 생성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해당 감성에 대한 데이터 확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딥

러닝 모델은 일반적으로 학습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

가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Banko 

& Brill, 2001; Cheerla, & Gevaert, 2019; Rashid & Louis, 2019).

또한 신상품 기획으로 인한 감성의 변화로 인해 일부 클래스는 강건성

이 떨어졌다. 특히 학습에 투입되지 않았던 모델의 포즈나 강렬한 배경, 

오브제의 사용, 브랜드 감성 전개가 다양한 감성 클래스 등은 강건성 저하

의 원인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

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서 기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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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전문적인 역할을 기계가 학습하고 새로

운 패션 사진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분류하기 위함이다. 인간과 기계

의 브랜드 감성 판별 정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기계의 정확

도가 떨어지는 구간임이 확인되었지만, 이미지 인식의 선행연구에서와 같

이 학습 능력의 개선을 통해 기계의 정확도는 인간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속성을 인지하여 브랜드의 감성을 파

악하는 지 학문적으로 연계하여 이를 브랜드 감성 판별 알고리즘의 가중

치로도 적용한다면, 기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EfficientNet-B1 및 기타 학습 조건과 다른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패션 브랜드 감성 판별 성능 개선

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패션 감성 기반 패션 제품 추천 서비스 제안을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하고 도입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 연구를 통하여 패

션 브랜드 감성 분류기의 효용성을 증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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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자 선정

1-1.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신 실무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예시: 만 O년)  
① 10년 미만 ← 조사 종료

② 10년 이상 (직접 기입:      년)

1-2. 다음 중 귀하의 주요 직무는 무엇입니까?
① 디자인

② 상품기획(MD)
③ 바잉

④ 기타 (직접기입:             )

1-3. 다음 중 귀하의 경력이 여러 개라면 근무 연수와 함께 적어주세요. 
(예시 : 디자이너 3년, 상품기획 8년)  

                                                                          

1-4. 다음 중 귀하가 주로 취급한 복종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복

② 남성복 

③ 유니섹스, 캐주얼 

④ 기타 (직접기입:           　　)

1-5.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또는 하셨던) 주요 브랜드를 하나만 적어주세요.

                                                                          

Ⅱ.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사전 인지 여부

※ 다음 질문은 본 조사의 대상자로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질문입

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편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다음은 주요 컬렉션에 연 2회 이상 신규 디자인을 발표하는 하이엔드 브

랜드 리스트입니다. 귀하는 아래 브랜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점: 전혀 모른다 ~ 5점: 매우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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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브랜드 감성 비교 평가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모른다--------보통이다--------매우 잘 안다

①------------②------------③------------④------------⑤1 Chanel ① ② ③ ④ ⑤2 Gucci ① ② ③ ④ ⑤3 Hermès ① ② ③ ④ ⑤4 Saint Laurent ① ② ③ ④ ⑤5 Bottega Veneta ① ② ③ ④ ⑤6 Celine ① ② ③ ④ ⑤7 Balenciaga ① ② ③ ④ ⑤8 Off White ① ② ③ ④ ⑤9 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10 Chloé ① ② ③ ④ ⑤11 Balmain ① ② ③ ④ ⑤12 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13 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14 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15 Vetements ① ② ③ ④ ⑤16 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17 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18 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19 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20 Burberry ① ② ③ ④ ⑤

  패션산업은 전통적으로 Haute couture에서부터 Ready-to-wear, Mass market, 

Non brand Fashion으로 이어지며 공유되는 브랜드 감성이 있습니다. 이에 연

구자는 파급력이 크고 누구나 다 알만한 패션 브랜드 20개를 1차로 선정하

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리딩 브

랜드들의 특성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20개의 브랜드를 유심히 봐 주십시오. 각각의 브랜드의 

감성을 충분히 연상하신 후 평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두 브랜드의 감성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생각해 보신 

후,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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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el과 OOO은

B. Gucci와 OOO은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A-01 Chanel----Gucci ① ② ③ ④ ⑤ ⑥ ⑦A-02 Chanel----Hermès ① ② ③ ④ ⑤ ⑥ ⑦A-03 Chanel----Saint Laur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A-04 Chanel----Bottega Veneta ① ② ③ ④ ⑤ ⑥ ⑦A-05 Chanel----Celi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A-06 Chanel----Balenciaga ① ② ③ ④ ⑤ ⑥ ⑦A-07 Chanel----Off White ① ② ③ ④ ⑤ ⑥ ⑦A-08 Chanel----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A-09 Chanel----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0 Chanel----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1 Chanel----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2 Chanel----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3 Chanel----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4 Chanel----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5 Chanel----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6 Chanel----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7 Chanel----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8 Chanel----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A-19 Chanel----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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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ermès와 OOO은

D. Saint Laurent과 OOO은

B-01 Gucci----Hermès ① ② ③ ④ ⑤ ⑥ ⑦B-02 Gucci----Saint Laur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B-03 Gucci----Bottega Veneta ① ② ③ ④ ⑤ ⑥ ⑦B-04 Gucci----Celi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B-05 Gucci----Balenciaga ① ② ③ ④ ⑤ ⑥ ⑦B-06 Gucci----Off White ① ② ③ ④ ⑤ ⑥ ⑦B-07 Gucci---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B-08 Gucci----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B-09 Gucci----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0 Gucci----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1 Gucci----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2 Gucci----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3 Gucci----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4 Gucci----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5 Gucci----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6 Gucci----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7 Gucci----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B-18 Gucci----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C-01 Hermès----Saint Laur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C-02 Hermès----Bottega Veneta ① ② ③ ④ ⑤ ⑥ ⑦C-03 Hermès----Celi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C-04 Hermès----Balenciaga ① ② ③ ④ ⑤ ⑥ ⑦C-05 Hermès----Off White ① ② ③ ④ ⑤ ⑥ ⑦C-06 Hermès---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C-07 Hermès----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C-08 Hermès----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C-09 Hermès----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C-10 Hermès----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C-11 Hermès----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C-12 Hermès----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C-13 Hermès----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C-14 Hermès----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C-15 Hermès----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C-16 Hermès----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C-17 Hermès----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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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ottega Veneta와 OOO은

F. Celine과 OOO은

①-----②-----③-----④-----⑤-----⑥-----⑦D-01 Saint Laurent----Bottega Veneta ① ② ③ ④ ⑤ ⑥ ⑦D-02 Saint Laurent----Celi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D-03 Saint Laurent----Balenciaga ① ② ③ ④ ⑤ ⑥ ⑦D-04 Saint Laurent----Off White ① ② ③ ④ ⑤ ⑥ ⑦D-05 Saint Laurent---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D-06 Saint Laurent----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D-07 Saint Laurent----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D-08 Saint Laurent----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D-09 Saint Laurent----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D-10 Saint Laurent-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D-11 Saint Laurent----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D-12 Saint Laurent----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D-13 Saint Laurent----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D-14 Saint Laurent----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D-15 Saint Laurent----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D-16 Saint Laurent----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E-01 Bottega Veneta----Celi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E-02 Bottega Veneta----Balenciaga ① ② ③ ④ ⑤ ⑥ ⑦E-03 Bottega Veneta----Off White ① ② ③ ④ ⑤ ⑥ ⑦E-04 Bottega Veneta----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E-05 Bottega Veneta----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E-06 Bottega Veneta----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E-07 Bottega Veneta----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E-08 Bottega Veneta----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E-09 Bottega Veneta-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E-10 Bottega Veneta----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E-11 Bottega Veneta----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E-12 Bottega Veneta----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E-13 Bottega Veneta----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E-14 Bottega Veneta----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E-15 Bottega Veneta----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F-01 Celine----Balenciaga ① ② ③ ④ ⑤ ⑥ ⑦F-02 Celine----Off Whit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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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alenciaga와 OOO은

H. Off White와 OOO은

F-03 Celine----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F-04 Celine----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F-05 Celine----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F-06 Celine----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F-07 Celine----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F-08 Celine----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F-09 Celine----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F-10 Celine----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F-11 Celine----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F-12 Celine----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F-13 Celine----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F-14 Celine----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G-01 Balenciaga----Off White ① ② ③ ④ ⑤ ⑥ ⑦G-02 Balenciaga----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G-03 Balenciaga----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G-04 Balenciaga----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G-05 Balenciaga----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G-06 Balenciaga----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G-07 Balenciaga-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G-08 Balenciaga----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G-09 Balenciaga----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G-10 Balenciaga----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G-11 Balenciaga----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G-12 Balenciaga----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G-13 Balenciaga----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H-01 Off White----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H-02 Off White----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H-03 Off White----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H-04 Off White----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H-05 Off White----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H-06 Off White--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H-07 Off White----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H-08 Off White----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H-09 Off White----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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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sabel Marant과 OOO은

J. Chloé와 OOO은

K. Balmain과 OOO은

H-10 Off White----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H-11 Off White----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H-12 Off White----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I-01 Isabel Marant----Chloé ① ② ③ ④ ⑤ ⑥ ⑦I-02 Isabel Marant----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I-03 Isabel Marant----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I-04 Isabel Marant----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I-05 Isabel Marant-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I-06 Isabel Marant----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I-07 Isabel Marant----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I-08 Isabel Marant----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I-09 Isabel Marant----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I-10 Isabel Marant----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I-11 Isabel Marant----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J-01 Chloé----Balm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J-02 Chloé----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J-03 Chloé----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J-04 Chloé----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J-05 Chloé----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J-06 Chloé----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J-07 Chloé----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J-08 Chloé----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J-09 Chloé----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J-10 Chloé----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K-01 Balmain----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 ⑥ ⑦K-02 Balmain----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K-03 Balmain----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K-04 Balmain----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K-05 Balmain----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K-06 Balmain----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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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cne Studios와 OOO은

M. Thom Browne과 OOO은

N. Maison Margiela와 OOO은

O. Vetements과 OOO은

K-07 Balmain----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K-08 Balmain----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K-09 Balmain----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L-01 Acne Studios----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 ⑥ ⑦L-02 Acne Studios-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L-03 Acne Studios----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L-04 Acne Studios----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L-05 Acne Studios----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L-06 Acne Studios----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L-07 Acne Studios----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L-08 Acne Studios----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M-01 Thom Browne-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⑥ ⑦M-02 Thom Browne----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M-03 Thom Browne----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M-04 Thom Browne--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M-05 Thom Browne----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M-06 Thom Browne----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M-07 Thom Browne----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N-01 Maison Margiela-Vetements ① ② ③ ④ ⑤ ⑥ ⑦N-02 Maison Margiela-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N-03 Maison Margiela-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N-04 Maison Margiela-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N-05 Maison Margiela-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N-06 Maison Margiela----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O-01 Vetements----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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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Jil Sander와 OOO은

Q. Alexander McQueen과 OOO은

R. Louis Vuitton과 OOO은

S. Christian Dior과 OOO은

긴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2차 응답자 매칭 및 답례품 발송을 위하여 성함 앞 두 자리와 핸드폰 번

호를 남겨주십시오.  

O-02 Vetements----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O-03 Vetements----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O-04 Vetements----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O-05 Vetements----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P-01 Jil Sander----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 ⑥ ⑦P-02 Jil Sander----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P-03 Jil Sander----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P-04 Jil Sander----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Q-01 Alexander McQueen-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Q-02 Alexander McQueen-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Q-03 Alexander McQueen----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R-01 Louis Vuitton----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R-02 Louis Vuitton----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유사하지 않다------매우 유사하다
①-----②-----③-----④-----⑤-----⑥-----⑦S-01 Christian Dior----Burber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함)         ☆ / (핸드폰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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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문가 설문지(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검증)

질   문   지
 

딥러닝을 통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학습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리테일&서비스 연구실 장세윤 드림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장세윤입니다.

본 연구의 명칭은 <딥러닝을 통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학습>이며, 패션

착장이 전달하는 전체적인 감성을 이해하고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키는 연구를 위

해 약 10분간 설문이 진행됩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

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도중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온라인 설문 페이지

도중 중지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장세윤(02-XXX-

XXXX)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의 비 에 속하는 자료는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며, 연구책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동의서에 동의함을 표시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조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

구책임자 장세윤 (010-XXXX-XXXX)에게 연락하시고, 만약 어느 때라도 연구참

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02-880-5153)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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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자 선정

1-1. 귀하는 패션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예) 7년 6개월

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실무에서 주로 담당하신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실무에서 주로 담당하신 브랜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사전 인지 여부

no. 하이엔드 브랜드 네임
전혀 모른다--------보통이다--------매우 잘 안다

①------------②------------③------------④------------⑤1 Chanel ① ② ③ ④ ⑤2 Gucci ① ② ③ ④ ⑤3 Hermès ① ② ③ ④ ⑤4 Saint Laurent ① ② ③ ④ ⑤5 Bottega Veneta ① ② ③ ④ ⑤6 Celine ① ② ③ ④ ⑤7 Balenciaga ① ② ③ ④ ⑤8 Off White ① ② ③ ④ ⑤9 Isabel Marant ① ② ③ ④ ⑤10 Chloé ① ② ③ ④ ⑤11 Balmain ① ② ③ ④ ⑤12 Acne Studios ① ② ③ ④ ⑤13 Thom Browne ① ② ③ ④ ⑤14 Maison Margiela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질문은 본 조사의 대상자로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질문입

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편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다음은 주요 컬렉션에 연 2회 이상 신규 디자인을 발표하는 하이엔드 브

랜드 리스트입니다. 귀하는 아래 브랜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점: 전혀 모른다 ~ 5점: 매우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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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패션 브랜드 감성 분류

※ 패션 브랜드 감성이란 해당 브랜드의 고유한 디자인 특성과 상징이 함축된 

것으로 소비자와 소통과 공유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80장

의 패션 사진은 특정 브랜드의 감성(예: Chanel스러운/Chanel다운)을 함께 제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해당 브랜드의 감성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

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M46 Chanel : 해당 사진이 Chanel스러운 감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5점

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해당 이미지가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를 판

별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순서 무작위 추출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0~20%)
②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21~40%)
③ 어느정도 동의함 (41~60%)
④ 전반적으로 동의함 (61~80%)
⑤ 아주 동의함 (81~100%)

※ 답례품 발송을 위하여 성함 앞 두 자리와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15 Vetements ① ② ③ ④ ⑤16 Jil Sander ① ② ③ ④ ⑤17 Alexander McQueen ① ② ③ ④ ⑤18 Louis Vuitton ① ② ③ ④ ⑤19 Christian Dior ① ② ③ ④ ⑤20 Burberry ① ② ③ ④ ⑤

     (성함)         ☆ / (핸드폰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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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에 따른 유사 소비자 군집 분석을 

         위한 syntax  

# 00. 분석 패키지 설치

install.packages("tidyverse") install.packages("tidymodels")install.packages("caret")install.packages("NbClust")install.packages("factoextra")library(tidyverse)library(tidymodels)library(caret)library(NbClust)library(factoextra)
# 01. 데이터 불러오기, 데이터 분포 확인datak_ <- read_csv('datakm.csv',                       col_names = TRUE,                      locale=locale('ko', encoding='euc-kr'),                      na=".") %>%   mutate_if(is.character, as.factor) # csv 데이터 읽어오기
str(datakm_tb) # 변수 특성 확인하기
head(datakm_tb) # 데이터 구조 확인하기
set.seed(222305) # 난수생성을 해 시드 고정하기
ggplot(datakm_tb,        aes(x = C6,            y = C8)) +  geom_point(alpha = 0.5)  # 랜드 감성 분포값  C6을 x축으로, C8을 y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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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데이터 정규화(표 화)# 데이터 정규화: mutate_if, 수치형 변수만 정규화
datakm_tb <-   datakm_tb %>%  mutate_if(is.numeric, funs(scale(.))) %>%  column_to_rownames(var = "ID") 
datakm_tb
# 03. 최 의 집단(k) 수 찾기

nc <- NbClust(training.data, min.nc = 2, max.nc = 8, method = "kmeans")
par(mfrow=c(1,1))
barplot(table(nc$Best.n[1,]),        xlab="Numer of Clusters", ylab="Number of Criteria",        main="Number of Clusters Chosen")
wssplot <- function(data, nc = 15, seed = 3710) {  wss <- (nrow(data) - 1) * sum(apply(data, 2, var))  for (i in 2:nc) {    set.seed(seed)    wss[i] <- sum(kmeans(data, centers=i)$withinss)}  plot(1:nc, wss, type="b", xlab = "Number of Clusters",       ylab = "Within groups sum of squares")}
wssplot(training.data)
kclusts <-   tibble(k = 2:10) %>%  mutate(    kclust = map(k, ~kmeans(training.data, .x)),    tidied = map(kclust, t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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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nced = map(kclust, glance),    augmented = map(kclust, augment, datakm_tb)  )
kclustsggplot(clusterings,        aes(k, tot.withinss)) +  geom_line() +  geom_point()
par(mfrow=c(1,1))barplot(table(nc$Best.n[1,]),        xlab="Numer of Clusters", ylab="Number of Criteria",        main="Number of Clusters Chosen")
# 04. k-means cluster 실시, 결과 확인

kclust_best <-   kmeans(datakm_tb,          centers = 3)names(kclust_best)kclust_best$size
tidy(kclust_best)
# 05. 군집별 특성 악

kclust_컬러 <-   tidy(kclust_best) %>%  select(-c(size, withinss))kclust_컬러 <-   kclust_컬러 %>%  pivot_longer(c("C1",                 "C2",                 "C3",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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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                 "C6",                 "C7",                 "C8",                 "C9",                 "C10",                 "C11"),                 names_to = "type",               values_to = "value")ggplot(kclust_컬러) +   geom_line(aes(x = type,                y = value,                group = cluster,                color = cluster))kmeans(training.data, 3) #군집할당table(kclust_best$cluster) #군집크기(객체갯수)kclust_best$size
# 06. 결과 시각화

fviz_컬러uster(kclust_best, training.data, ellipse.type = "norm")+  theme_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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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상하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syntax  

# 00. 분석 패키지 설치하기

install.packages("tidyverse") install.packages("arules")install.packages("arulesViz")install.packages("visNetwork")library(tidyverse)library(arules)library(visNetwork)library(arulesViz)
# 01. 데이터 불러오기fashion <- read_csv(‘basket_fashion.csv',                    col_names = TRUE,                    locale=locale('ko', encoding='euc-kr'),                    na=".") %>%   mutate_if(is.character, as.factor) # csv 데이터 읽어오기
str(fashion) # 변수 성격 확인head(fashion) # 데이터 구조 확인
set.seed(222305) # 같은 난수 사용하기 해 seed 고정 
# 02. 처리작업: dataframe을 matrix 형식으로 변환fashion_count <-  fashion # 필요 없는 변수 제거
fashion_trans <- fashion_count %>% as("transactions") # 바이 리 코드를 transaction으로 변환inspect(fashion_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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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연 규칙 실행# 지지도 .1 이상 상  10개 조합 확인itemFrequencyPlot(fashion_trans,                   support = .1,                  topN = 10)
rules <-   apriori(fashion_trans, control=list(verbose=F),          parameter = list(support=0.1, conf=0.6) # 최  지지도 .1, 신뢰도 .6 이상rules <-sort(rules, by="lift") # 향상도(lift) 순으로 정렬 inspect(rules)  
# 복되는 규칙 찾기subset.matrix <-is.subset(rules.sorted, rules.sorted)subset.matrix[lower.tri(subset.matrix, diag=T)] <- NAredundant <- colSums(subset.matrix, na.rm=T) >=1which(redundant) # 복되는 데이터 확인

# 복되는 규칙 삭제rules.pruned <-rules.sorted[!redundant]inspect(rules) 
rules
# 04. 결과 시각화 하기

plot(rules) plot(rules, shading="order") 
# method = groupplot(sort(rules,           by = "support"),           method = "grouped") 
# method=graphplot(rules, method="graph", control = list(type="items")) #default type itemset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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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 {item}: 지지도(support)# color: 향상도(Lift)plot(sort(rules,           by = "lift")[1:20],      method = "graph",      engine = "htmlwidget")
# method = paracoordplot(rules, method="paracoord", control=list(reorder=T))
# 참고. 엑셀로 결과 출력write(fashion_rules,       file = "D:/thesis/testR/fashion_rules.csv",      sep = ",",       quote = TRUE,       row.names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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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인플루언서의 Top-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 정규화Influencer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A01 2.32 .22 -.30 .85 .27 -.62 -.92 -.52 -.31 -.89 -.21A02 .41 -.50 -.30 -.42 -.11 -.59 -.92 1.70 -.31 1.30 .38A03 .44 1.14 -.30 .17 -.22 -.79 -.14 .02 -.07 -.33 -.05A04 .41 .99 2.79 -.76 .02 -.18 -.34 .69 .23 -.92 .78A05 .51 .62 -.30 2.37 -.25 -.68 -.74 -.34 -.31 -.82 -.54A06 1.42 .48 -.30 2.35 -.32 -.90 -.92 -.52 .67 -.83 -.73A07 .22 1.08 -.30 -.88 -.18 .18 -.92 -.52 -.31 -.27 .03A08 -.80 -1.56 -.30 -.35 -.07 1.42 .55 -.45 8.91 -.79 -.65A09 .80 .40 -.30 .55 -.10 -.96 .20 -.23 -.31 -.07 .43A10 -.13 1.61 -.30 .98 -.32 -.79 -.60 -.19 .29 -.76 -.23A11 -1.29 -.92 -.30 -1.13 -.32 .18 1.78 .89 -.31 1.22 1.37A12 1.36 .76 -.30 1.86 -.32 -.53 -.92 -.52 -.31 -1.03 -.73A13 .30 .85 -.30 -.02 -.32 -.88 -.54 .27 -.31 .69 -.73A14 1.71 1.26 -.30 .35 -.12 -.61 -.41 -.52 -.31 -1.03 -.73A15 .12 .60 -.30 1.41 -.27 -.81 -.52 -.38 -.31 -.11 .04I01 .36 .14 5.24 .67 -.32 -.60 .65 .57 .67 -.32 -.19I02 -1.51 -1.77 -.30 -1.47 -.18 2.54 -.92 -.52 -.31 1.42 -.73I03 -1.19 -.77 -.30 -1.08 .48 2.10 .93 -.52 -.31 -.79 -.30I04 1.22 -.04 .83 .28 -.19 -.33 -.06 .82 -.31 -.11 -.51I05 -.17 -.40 -.30 -1.10 .05 .03 4.25 -.52 -.31 -.08 -.24I06 .32 -.24 -.30 .31 .28 -.05 2.21 -.09 -.18 -.88 -.22I07 -.01 .64 -.30 1.51 -.32 -.56 .00 -.52 .03 -.61 .04I08 -1.16 3.75 -.30 -.76 -.26 -.57 -.19 -.22 -.31 -1.54 -.58I09 -.80 -.86 .08 -1.12 -.26 1.39 .77 -.07 -.24 .38 .06I10 -.12 .44 -.30 -.50 -.19 -.40 -.70 -.52 -.31 .84 .18I11 .86 -.01 -.30 .33 -.17 -.51 -.55 -.14 -.31 .42 -.15I12 -.20 .73 .91 -.01 .35 -.77 .28 4.98 .22 -.81 -.61I13 -.15 -1.06 -.30 -.96 -.10 1.64 -.22 .06 -.31 .10 -.01I14 -.65 -.12 -.30 -.11 .00 .22 2.34 -.52 -.31 -.41 .12I15 -.81 .02 -.30 1.12 -.32 -.80 -.92 -.52 -.31 1.09 .71I16 2.88 -1.81 -.30 -.96 .12 2.44 1.87 .25 -.31 -2.18 -.73I17 .56 .19 -.30 -.18 -.20 -.02 .33 -.20 .27 -.20 -.24I18 .58 -.02 -.30 .94 .04 -.47 -.08 .28 -.31 -.56 .78I19 1.25 .26 -.30 -1.72 .07 -.27 -.67 -.52 -.31 .94 -.47I20 -.28 .19 -.30 1.48 -.20 -.75 .33 .13 -.31 .01 -.08I21 .58 .58 -.30 .00 .02 -.45 -.49 .38 -.31 .01 -.73I22 -.38 1.05 1.35 .90 -.26 -.57 -.30 3.05 -.02 -.91 -.24I23 1.10 .83 -.30 -.92 -.32 .42 -.73 -.12 -.31 -.59 -.33I24 -.62 .78 .58 -.51 -.16 -.23 -.17 .00 -.31 .06 .75I25 -.55 1.17 -.30 .15 -.18 -.22 -.74 -.15 .35 -.4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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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6 .72 .99 5.24 -.45 -.32 -.29 -.40 -.52 -.31 -.14 -.73I27 .47 .08 -.30 -.17 -.06 .00 2.45 -.21 .11 -1.00 .20I28 -.19 -.41 -.30 2.74 -.06 -.44 -.26 .16 -.31 -.27 -.73I29 .49 .29 -.30 .52 -.10 .09 -.92 -.52 -.31 -.18 -.73I30 .15 -.93 -.30 -1.21 .62 .79 1.09 -.52 -.31 .09 -.31I31 .11 -.86 -.30 -.59 -.08 .60 -.52 .04 -.19 .81 -.10I32 1.42 -.55 -.30 -1.01 .01 .28 .65 -.52 .55 -.12 .23I33 2.96 -.65 -.30 .76 .04 -.14 .30 -.52 -.31 -1.25 .53I34 .49 1.24 -.30 .13 -.32 -.83 -.18 -.52 -.31 -.06 -.35I35 1.36 .22 -.30 .11 .13 .23 .39 -.20 -.02 -1.34 -.21I36 .10 -1.10 -.30 -.89 -.01 1.05 2.14 -.22 -.23 -.34 .50I37 1.19 .35 -.30 .28 -.24 -1.10 -.73 -.52 -.31 .82 -.33I38 .00 -.27 -.30 1.40 -.09 -.70 -.63 -.52 .23 .48 .17I39 .34 -.22 -.30 1.76 -.02 -.38 -.66 .02 .17 -.25 -.46I40 -.10 -.12 -.30 -.32 .00 -.26 1.93 .33 -.31 -.14 .54I41 -.08 -.85 -.30 -1.85 -.26 1.33 -.92 -.52 -.05 1.39 -.73I42 -1.19 -1.11 -.30 -.61 -.19 -1.02 -.92 -.52 .92 3.78 -.56I43 .16 -.33 -.30 -.55 -.08 -.32 1.91 -.52 -.31 .17 1.16I44 -.62 .49 -.30 -.95 -.32 .51 -.92 -.52 -.31 -.34 2.76I45 1.86 -.01 -.30 .22 -.20 -.51 -.62 -.52 -.31 -.39 1.43I46 -.82 .73 -.30 .08 -.25 -.53 -.15 .01 -.31 .33 .61I47 .04 .06 .44 1.00 -.13 -.43 -.71 -.38 -.18 .23 -.08I48 -.59 .76 1.51 .53 -.12 -.36 -.41 -.52 .01 .04 -.55I49 1.33 .07 -.30 -.38 -.23 -1.08 .00 -.05 -.31 .91 .22I50 -1.74 1.65 -.30 .19 -.32 -.57 -.92 -.52 .70 .13 .40I51 -.78 -.19 -.30 .14 -.32 -.62 -.06 -.52 -.31 1.86 -.73I52 -.98 -1.50 -.30 -1.04 -.02 4.03 -.73 -.52 -.31 -1.25 -.73I53 -.73 .79 -.30 .04 -.12 -.25 -.16 -.52 1.10 -.40 .84I54 -.31 2.61 -.30 1.57 .10 -1.21 -.92 1.70 -.31 -1.84 -.73I55 -1.30 -.31 -.30 .27 -.06 .14 -.26 -.52 -.31 1.13 -.73I56 -1.74 -.73 -.30 .62 .58 2.85 -.92 -.52 -.31 -1.79 -.73I57 .24 -.79 -.30 -.66 .26 .85 .19 -.52 .38 -.12 .04I58 -.30 -.43 -.30 -.57 -.02 -.10 1.10 .18 .00 .29 1.24I59 -.29 -.71 -.30 2.20 -.32 -.79 -.92 -.52 1.03 1.11 -.73I60 .72 -.46 -.30 -.36 -.10 .39 1.08 -.06 .73 -.54 .20I61 -.11 .76 -.30 1.27 -.13 -.64 -.43 -.52 -.31 -.15 -.73I62 -1.07 .16 -.30 -.61 -.15 -.66 -.49 5.80 2.39 -.04 1.52N01 -1.20 -.38 -.30 -.11 -.32 1.42 1.53 -.52 -.31 -.67 .12N02 -.75 -.25 -.30 1.22 -.17 -.34 -.74 -.14 -.31 .61 .42N03 .29 -.10 -.30 -.63 -.17 .14 .67 .25 -.31 -.03 .54N04 .49 -1.15 3.61 .13 -.32 -.02 .19 .25 -.31 1.21 -.73N05 -1.74 .21 -.30 -.39 -.05 -.31 .11 1.62 -.31 1.04 -.02N06 -1.74 -2.01 -.30 -1.73 2.76 2.00 -.45 -.04 .12 -.4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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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7 -.07 -.07 -.30 -1.37 -.32 -.25 -.42 -.52 -.31 1.90 -.42N08 -1.34 -2.04 -.30 -1.74 -.32 2.70 -.92 -.52 -.31 1.50 -.10N09 .81 -1.53 -.30 .48 -.32 1.02 .71 -.52 -.31 -.41 .96N10 .94 -.94 -.30 1.36 -.10 -.21 -.35 .67 -.31 -.02 .16N11 -1.32 -2.23 -.30 -1.85 9.23 -.56 -.92 -.52 -.31 -2.44 -.73N12 .07 1.31 -.30 .02 -.24 -.65 -.12 -.11 -.13 -.38 .10N13 -.74 -.77 -.30 -1.05 -.03 -.77 1.33 1.04 -.31 2.37 -.73N14 .05 .19 -.30 -.14 -.32 -.43 -.92 1.70 .68 .78 -.73N15 1.25 -.61 .91 -.22 .07 -.13 1.44 -.13 -.10 -.27 .10N16 -1.74 .76 -.30 .62 -.32 -1.21 .00 -.52 -.31 1.69 -.73N17 -1.74 -1.65 -.30 -.75 -.32 -1.06 -.92 -.52 -.31 2.50 7.52N18 -1.16 .02 -.30 -.23 -.32 .18 1.68 -.52 -.31 .58 -.73N19 -.90 .22 -.30 -.16 -.07 .27 .34 .79 -.31 -.27 .58N20 .25 -1.34 -.30 -1.38 -.08 2.14 -.72 -.38 .32 .23 -.73N21 -.21 1.85 2.72 .44 -.21 -.88 -.92 -.52 -.31 -.39 -.43N22 .38 1.11 -.30 .27 -.32 .41 -.92 -.52 -.31 -.99 -.73



- 200 -

Influencer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Max.G ClusterA01 12 15 0 10 3 4 0 0 0 10 1 C2 3A02 6 10 0 5 1 4 0 2 0 22 2 C10 3A03 25 80 0 29 2 11 6 2 1 52 5 C2 3A04 11 34 1 7 3 12 2 2 1 17 5 C2 1A05 37 97 0 87 2 20 2 1 0 58 2 C2 3A06 9 16 0 15 0 2 0 0 1 10 0 C2 3A07 8 28 0 5 1 13 0 0 0 19 2 C2 3A08 38 56 0 76 17 244 40 1 134 145 2 C6 2A09 27 58 0 32 4 6 8 1 0 54 8 C2 3A10 15 74 0 33 0 9 2 1 2 34 3 C2 3A11 1 6 0 2 0 7 4 1 0 17 3 C10 2A12 2 4 0 3 0 1 0 0 0 2 0 C2 3A13 8 25 0 9 0 3 1 1 0 26 0 C10 3A14 10 21 0 8 1 4 1 0 0 9 0 C2 3A15 41 129 0 90 2 20 6 1 0 110 11 C2 3I01 6 14 1 9 0 4 3 1 1 13 1 C2 1I02 1 4 0 2 1 36 0 0 0 34 0 C6 2I03 4 22 0 7 10 55 9 0 0 26 2 C6 2I04 41 63 1 37 3 28 8 6 0 69 2 C10 3I05 5 12 0 3 2 9 11 0 0 16 1 C5 2I06 44 88 0 58 22 57 45 3 1 73 7 C2 2I07 14 48 0 34 0 12 5 0 1 32 4 C2 3I08 6 127 0 14 1 15 5 1 0 21 1 C2 3I09 39 118 1 38 4 247 47 6 1 248 21 C10 2I10 22 75 0 23 3 25 2 0 0 94 8 C10 3I11 21 37 0 22 2 13 2 1 0 49 3 C10 3I12 40 159 2 60 30 26 21 46 5 92 2 C2 1I13 17 26 0 12 4 70 5 2 0 58 5 C6 2I14 2 8 0 4 1 6 4 0 0 8 1 C6 2I15 1 5 0 4 0 1 0 0 0 8 1 C10 3I16 37 7 0 9 6 67 15 2 0 6 0 C6 2

[부록 6] 인플루언서 착장 사진에 나타난 Top-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감성의 출현 빈도 및 소속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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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7 22 48 0 20 2 26 8 1 2 46 3 C2 3I18 45 89 0 68 12 33 11 5 0 79 19 C2 3I19 18 31 0 1 4 13 1 0 0 43 1 C10 3I20 7 24 0 20 1 5 4 1 0 25 2 C10 3I21 8 20 0 8 2 6 1 1 0 18 0 C2 3I22 13 65 1 33 1 14 4 11 1 32 3 C2 1I23 22 49 0 9 0 29 1 1 0 31 2 C2 3I24 20 111 1 30 5 40 9 3 0 95 17 C2 3I25 10 59 0 21 2 19 1 1 2 36 5 C2 3I26 7 19 1 5 0 6 1 0 0 14 0 C2 1I27 44 95 0 42 9 55 45 2 3 63 12 C2 2I28 7 17 0 26 2 8 2 1 0 21 0 C4 3I29 6 14 0 8 1 8 0 0 0 13 0 C2 3I30 7 10 0 3 6 17 5 0 0 20 1 C10 2I31 41 63 0 35 9 92 6 4 1 152 9 C10 2I32 51 56 0 17 9 55 17 0 5 80 10 C10 2I33 23 16 0 16 3 12 4 0 0 13 4 C1 3I34 18 58 0 20 0 7 4 0 0 41 2 C2 3I35 120 196 0 95 30 128 34 4 4 95 13 C2 3I36 132 167 0 86 38 371 147 7 2 323 57 C6 2I37 23 42 0 21 1 2 1 0 0 54 2 C10 3I38 9 21 0 21 2 6 1 0 1 32 3 C10 3I39 12 24 0 26 3 11 1 1 1 27 1 C10 3I40 6 16 0 7 2 8 7 1 0 18 3 C10 2I41 18 31 0 0 1 63 0 0 1 87 0 C10 2I42 5 21 0 14 2 4 0 0 4 117 1 C10 2I43 14 29 0 12 3 15 14 0 0 41 9 C10 2I44 2 10 0 2 0 7 0 0 0 8 4 C2 2I45 18 23 0 13 1 8 1 0 0 22 7 C2 3I46 16 106 0 42 2 27 9 3 0 102 15 C2 3I47 38 101 1 76 7 38 3 1 1 121 9 C10 3I48 10 54 1 26 3 17 3 0 1 46 1 C2 3I49 20 31 0 12 1 2 4 1 0 46 4 C10 3I50 0 22 0 7 0 4 0 0 1 15 2 C2 3I51 5 22 0 13 0 7 3 0 0 47 0 C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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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 6 12 0 8 4 95 1 0 0 21 0 C6 2I53 6 37 0 14 2 13 3 0 3 26 6 C2 3I54 2 14 0 6 1 0 0 1 0 2 0 C2 3I55 1 9 0 6 1 7 1 0 0 17 0 C10 2I56 0 2 0 2 1 6 0 0 0 1 0 C6 2I57 8 12 0 6 4 19 3 0 1 20 2 C10 2I58 51 132 0 57 18 90 48 8 4 205 45 C10 2I59 6 13 0 21 0 4 0 0 2 31 0 C10 3I60 33 49 0 25 5 49 18 2 5 55 8 C10 2I61 5 19 0 12 1 4 1 0 0 15 0 C2 3I62 7 51 0 16 3 13 3 21 10 53 15 C10 1N01 1 7 0 4 0 11 3 0 0 7 1 C6 2N02 8 33 0 31 2 16 1 1 0 52 6 C10 3N03 57 124 0 43 7 87 30 7 0 145 23 C10 2N04 9 9 1 10 0 11 3 1 0 31 0 C10 1N05 0 22 0 8 2 9 3 3 0 32 2 C10 2N06 0 3 0 1 34 47 2 1 1 28 2 C6 2N07 25 67 0 9 0 33 5 0 0 136 3 C10 2N08 3 3 0 1 0 66 0 0 0 61 3 C6 2N09 7 4 0 8 0 14 3 0 0 12 3 C6 2N10 14 14 0 21 2 12 2 2 0 27 3 C10 3N11 2 0 0 0 78 7 0 0 0 1 0 C5 2N12 27 109 0 35 2 19 8 2 1 66 8 C2 3N13 2 6 0 2 1 2 3 1 0 20 0 C10 2N14 5 14 0 6 0 5 0 2 1 19 0 C10 3N15 117 131 3 80 26 97 62 5 3 182 21 C10 2N16 0 10 0 5 0 0 1 0 0 14 0 C10 3N17 0 7 0 8 0 2 0 0 0 60 31 C10 2N18 2 16 0 7 0 11 6 0 0 22 0 C10 2N19 2 12 0 5 1 8 2 1 0 11 2 C2 2N20 44 41 0 13 9 170 3 1 5 126 0 C6 2N21 8 44 1 15 1 4 0 0 0 23 1 C2 1N22 4 13 0 5 0 7 0 0 0 6 0 C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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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상하의 연관 규칙1. 집단 2(Chanel style lover)의 연 규칙 체 (N=61)rule 조건 결과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1] {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복고} {하의_아이템=청바지} .18 .89 3.18[2] {하의_아이템=청바지,하의_패턴=무지} {하의_스타일=복고} .18 .64 3.18[3] {하의_스타일=복고} {하의_아이템=청바지} .18 .88 3.16[4]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스타일=복고} .18 .63 3.16[5] {하의_컬러=블루} {하의_아이템=청바지} .10 .70 2.51[6] {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컬러=블랙} .11 .58 1.81[7] {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컬러=블랙} .12 .57 1.77[8] {상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무지} .11 .90 1.55[9] {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15 .74 1.28[10] {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17 .71 1.22[11] {상의_패턴=무지,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무지} .15 .99 1.20[12] {하의_아이템=청바지,하의_스타일=복고} {하의_패턴=무지} .18 .99 1.19[13]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무지} .28 .98 1.19[14] {하의_스타일=복고} {하의_패턴=무지} .20 .98 1.18[15] {하의_스타일=오피스룩,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1 .98 1.18[16]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무지} .11 .97 1.17[17] {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무지} .13 .67 1.16[18] {상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무지} .13 .96 1.16[19] {하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무지} .14 .67 1.15[20] {하의_컬러=스카이블루} {하의_패턴=무지} .12 .96 1.15[21] {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무지} .20 .95 1.15[22] {상의_스타일=아웃도어} {하의_패턴=무지} .12 .93 1.12[23] {하의_컬러=블루} {하의_패턴=무지} .13 .92 1.11[24] {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25 .63 1.08[25]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20 .63 1.08[26] {상의_패턴=무지,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6 .89 1.08[27] { 랜드_감성=C2,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0 .87 1.05[28] {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28 .86 1.04[29] { 랜드_감성=C10,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1 .60 1.04[30] {상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5 .86 1.04[31] { 랜드_감성=C10,상의_패턴=무지} {하의_패턴=무지} .11 .86 1.04[32] {상의_아이템=티셔츠} {하의_패턴=무지} .18 .86 1.03[33] { 랜드_감성=C10} {상의_패턴=무지} .13 .59 1.02[34] { 랜드_감성=C10} {하의_패턴=무지} .18 .85 1.02[35] {하의_패턴=무지,하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무지} .16 .59 1.02[36] {상의_패턴=무지} {하의_패턴=무지} .49 .8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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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supp. = .1, min conf. = .5

2. 집단 2(Chanel style lover)의 연 규칙 체 (N=103)rule 조건 결과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1] {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복고} {하의_아이템=청바지} .11 .92 3.68 [2] {하의_스타일=복고} {하의_아이템=청바지} .11 .89 3.58 [3] {하의_아이템=슬랙스} {하의_스타일=오피스룩} .10 .68 2.81 [4] {상의_아이템=티셔츠,상의_패턴=무지} {상의_스타일=페미닌} .11 .86 1.57 [5] {상의_아이템=티셔츠} {상의_스타일=페미닌} .14 .72 1.30 [6] {상의_아이템=티셔츠,하의_패턴=무지} {상의_스타일=페미닌} .12 .71 1.29 [7] {상의_컬러=베이지,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1 .88 1.18 [8] {상의_스타일=오피스룩,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2 .88 1.17 [9] {상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스타일=페미닌} .15 .64 1.16 [10] {상의_컬러=베이지} {상의_패턴=무지} .12 .87 1.16 [11] {상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무지} .13 .87 1.16 

[37] {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49 .59 1.01[38] {상의_스타일=펑크} {하의_패턴=무지} .11 .84 1.01[39] {상의_컬러=블랙,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1 .83 1.01[40] {} {상의_패턴=무지} .58 .58 1.00[41] {} {하의_패턴=무지} .83 .83 1.00[42] { 랜드_감성=C2} {하의_패턴=무지} .27 .83 1.00[43] {상의_패턴=무지,상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4 .83 1.00[44] { 랜드_감성=C2,상의_패턴=무지} {하의_패턴=무지} .16 .83 1.00[45] {상의_컬러=블랙,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4 .58 .99[46] {상의_패턴= 터링} {하의_패턴=무지} .14 .82 .99[47] {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20 .82 .99[48] {상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24 .82 .99[49] {하의_아이템=슬랙스} {하의_패턴=무지} .12 .82 .99[50] {상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무지} .17 .57 .99[51] {하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무지} .18 .57 .98[52] {상의_컬러=화이트} {하의_패턴=무지} .15 .81 .98[53] { 랜드_감성=C2} {상의_패턴=무지} .19 .57 .98[54] { 랜드_감성=C2,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6 .57 .98[55] {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32 .80 .97[56] {상의_컬러=화이트} {상의_패턴=무지} .11 .56 .96[57] {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20 .80 .96[58] { 랜드_감성=C2,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2 .79 .95[59] {하의_아이템=청바지,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5 .53 .91[60] { 랜드_감성=C4} {하의_패턴=무지} .10 .75 .90[61] {하의_아이템=청바지} {상의_패턴=무지} .15 .5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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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의_패턴=무지,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스타일=페미닌} .13 .64 1.16 [13] { 랜드_감성=C6,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12 .87 1.15 [14] { 랜드_감성=C6,상의_패턴=무지,하의_패턴=무지} {상의_스타일=페미닌} .11 .63 1.14 [15] { 랜드_감성=C6,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1 .86 1.14 [16] { 랜드_감성=C6,상의_패턴=무지} {상의_스타일=페미닌} .12 .63 1.14 [17] {하의_아이템=청바지,하의_스타일=복고} {하의_패턴=무지} .11 .99 1.14 [18] {하의_스타일=오피스룩,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2 .99 1.13 [19] {상의_패턴=무지,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무지} .19 .99 1.13 [20]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무지} .25 .98 1.13 [21]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무지} .13 .98 1.13 [22] {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무지} .11 .98 1.13 [23] {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무지} .24 .98 1.13 [24] {상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무지} .19 .98 1.13 [25]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무지} .13 .98 1.12 [26] {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무지} .11 .98 1.12 [27]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무지} .11 .84 1.11 [28]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무지} .11 .84 1.11 [29] {하의_스타일=복고} {하의_패턴=무지} .12 .96 1.11 [30]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아이템=청바지} {상의_패턴=무지} .11 .83 1.10 [31] {상의_패턴=무지,하의_아이템=슬랙스} {하의_패턴=무지} .12 .96 1.10 [32]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아이템=청바지,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1 .83 1.10 [33] {하의_아이템=슬랙스} {하의_패턴=무지} .14 .96 1.10 [34] {하의_아이템=슬랙스,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2 .82 1.09 [35]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13 .82 1.09 [36] {하의_아이템=슬랙스} {상의_패턴=무지} .12 .81 1.08 [37]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15 .81 1.08 [38]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39 .81 1.07 [39] {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44 .81 1.07 [40] {하의_컬러=블루} {하의_패턴=무지} .13 .93 1.07 [41] {상의_패턴=무지,상의_컬러=베이지} {하의_패턴=무지} .11 .93 1.07 [42] {상의_패턴=무지,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22 .93 1.07 [43] { 랜드_감성=C6} {상의_패턴=무지} .19 .80 1.06 [44]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5 .93 1.06 [45] {하의_컬러=화이트} {하의_패턴=무지} .11 .93 1.06 [46] {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29 .93 1.06 [47] {하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무지} .19 .80 1.06 [48] {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무지} .19 .80 1.06 [49] {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2 .92 1.06 [50] { 랜드_감성=C6,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7 .79 1.06 [51] {상의_컬러=베이지} {하의_패턴=무지} .13 .9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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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의_컬러=블랙,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7 .79 1.05 [53] {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무지} .12 .92 1.05 [54] {상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무지} .19 .79 1.05 [55] {상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패턴=무지} .13 .91 1.04 [56] { 랜드_감성=C10,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13 .78 1.04 [57] { 랜드_감성=C6,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3 .91 1.04 [58]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무지} .13 .78 1.04 [59] { 랜드_감성=C10,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1 .78 1.03 [60] {하의_스타일=캐주얼} {상의_패턴=무지} .13 .78 1.03 [61] {하의_아이템=청바지,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9 .78 1.03 [62] {상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20 .90 1.03 [63] { 랜드_감성=C6} {하의_패턴=무지} .22 .90 1.03 [64]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패턴=무지,하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무지} .12 .78 1.03 [65] {하의_아이템=청바지} {상의_패턴=무지} .19 .77 1.03 [66] { 랜드_감성=C6,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1 .90 1.03 [67] {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3 .90 1.03 [68] { 랜드_감성=C6,상의_패턴=무지} {하의_패턴=무지} .17 .89 1.02 [69] {상의_스타일=페미닌,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6 .89 1.02 [70] {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27 .89 1.02 [71] {하의_패턴=무지,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20 .77 1.02 [72] {상의_아이템=티셔츠} {하의_패턴=무지} .17 .88 1.01 [73] {하의_컬러=블루} {상의_패턴=무지} .10 .76 1.01 [74] {상의_패턴=무지,상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7 .88 1.01 [75] {상의_아이템=티셔츠,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2 .88 1.01 [76] {상의_아이템=티셔츠,상의_패턴=무지} {하의_패턴=무지} .11 .88 1.01 [77] {상의_패턴=무지} {하의_패턴=무지} .66 .88 1.01 [78] {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66 .76 1.01 [79] {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23 .76 1.00 [80] {상의_아이템=티셔츠,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무지} .11 .75 1.00 [81] {상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21 .87 1.00 [82] {} {상의_패턴=무지} .75 .75 1.00 [83] {} {하의_패턴=무지} .87 .87 1.00 [84] { 랜드_감성=C10} {하의_패턴=무지} .26 .87 1.00 [85] { 랜드_감성=C10} {상의_패턴=무지} .22 .75 1.00 [86] {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39 .87 1.00 [87] {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48 .87 1.00 [88] {상의_컬러=화이트} {하의_패턴=무지} .16 .87 1.00 [89] { 랜드_감성=C10,상의_패턴=무지} {하의_패턴=무지} .19 .87 1.00 [90] { 랜드_감성=C2} {하의_패턴=무지} .13 .87 1.00 [91] { 랜드_감성=C10,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9 .7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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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supp. = .2, min conf. = .6

3. 집단 3(Balenciaga style lover)의 연 규칙 체 (N=81) 

[92] {하의_패턴=무지,하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무지} .22 .74 .99 [93] {상의_스타일=페미닌,상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무지} .10 .86 .99 [94] {상의_패턴=무지,상의_컬러=화이트} {하의_패턴=무지} .12 .86 .99 [95] {하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무지} .23 .74 .99 [96] { 랜드_감성=C10,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4 .86 .99 [97] { 랜드_감성=C10,상의_패턴=무지,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무지} .11 .85 .98 [98] { 랜드_감성=C2} {상의_패턴=무지} .11 .73 .97 [99] {상의_컬러=화이트} {상의_패턴=무지} .14 .72 .95 [100] {상의_컬러=화이트,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2 .71 .95 [101] {상의_아이템=티셔츠} {상의_패턴=무지} .12 .63 .83 [102] {상의_아이템=티셔츠,하의_패턴=무지} {상의_패턴=무지} .11 .62 .83 [103] {하의_스타일=캐주얼} {하의_패턴=무지} .11 .64 .74 
rule 조건 결과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1] {하의_패턴=그라데이션,하의_컬러=블루} {하의_아이템=청바지} .09 .85 3.45[2] {하의_아이템=청바지,하의_패턴=그라데이션} {하의_컬러=블루} .09 .47 3.43[3] {하의_컬러=블루} {하의_아이템=청바지} .11 .76 3.11[4]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컬러=블루} .11 .43 3.11[5] {하의_아이템=청바지,하의_컬러=블루}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09 .90 2.62[6] {하의_아이템=청바지}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20 .81 2.38[7]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하의_아이템=청바지} .20 .58 2.38[8] {하의_컬러=블루}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11 .81 2.36[9]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하의_컬러=블루} .11 .33 2.36[10] {하의_아이템=슬랙스} {하의_스타일=페미닌} .10 .68 2.32[11] {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아이템=슬랙스} .10 .36 2.32[12] {상의_컬러=화이트} {상의_아이템=티셔츠} .08 .36 1.68[13] {상의_아이템=티셔츠} {상의_컬러=화이트} .08 .35 1.68[14] {하의_아이템=슬랙스} {하의_컬러=블랙} .08 .51 1.62[15] {하의_컬러=블랙} {하의_아이템=슬랙스} .08 .25 1.62[16] {상의_스타일=오피스룩} {상의_패턴=스트라이 } .10 .42 1.52[17] {상의_패턴=스트라이 } {상의_스타일=오피스룩} .10 .34 1.52[18] {상의_컬러=블랙} {하의_컬러=블랙} .12 .48 1.52[19] {하의_컬러=블랙} {상의_컬러=블랙} .12 .39 1.52[20] {상의_컬러=블랙} {상의_스타일=페미닌} .09 .36 1.31[21] {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컬러=블랙} .09 .33 1.31[22] {하의_패턴=스트라이 } {하의_컬러=블랙} .09 .40 1.28[23] {하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스트라이 } .09 .28 1.28[24] {하의_컬러=블랙} {하의_스타일=페미닌} .11 .3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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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컬러=블랙} .11 .38 1.21[26] {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스타일=페미닌} .10 .33 1.18[27] {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스타일=페미닌} .10 .34 1.18[28] {하의_패턴=스트라이 } {상의_패턴=스트라이 } .07 .32 1.16[29] {상의_패턴=스트라이 } {하의_패턴=스트라이 } .07 .26 1.16[30] { 랜드_감성=C2} {하의_컬러=블랙} .11 .36 1.14[31] {하의_컬러=블랙} { 랜드_감성=C2} .11 .35 1.14[32] {상의_컬러=블랙} { 랜드_감성=C2} .09 .35 1.13[33] { 랜드_감성=C2} {상의_컬러=블랙} .09 .29 1.13[34] {하의_패턴=스트라이 } {하의_스타일=페미닌} .07 .33 1.12[35] {상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스타일=페미닌} .07 .32 1.10[36] {상의_아이템=티셔츠}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08 .37 1.10[37] { 랜드_감성=C10} {하의_컬러=블랙} .09 .34 1.10[38] {하의_컬러=블랙} { 랜드_감성=C10} .09 .28 1.10[39] {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컬러=블랙} .09 .34 1.09[40] {하의_컬러=블랙} {상의_스타일=페미닌} .09 .30 1.09[41] {하의_아이템=청바지} {상의_패턴=스트라이 } .07 .30 1.07[42] {상의_패턴=스트라이 } {하의_아이템=청바지} .07 .26 1.07[43] {상의_패턴=스트라이 }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10 .37 1.07[44]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상의_패턴=스트라이 } .10 .30 1.07[45] {상의_스타일=오피스룩} { 랜드_감성=C2} .07 .32 1.05[46] {상의_스타일=페미닌} { 랜드_감성=C2} .09 .32 1.04[47] { 랜드_감성=C2} {상의_스타일=페미닌} .09 .29 1.04[48] {상의_패턴=스트라이 } {하의_스타일=페미닌} .08 .30 1.04[49] {하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스트라이 } .08 .29 1.04[50] {상의_컬러=화이트}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07 .35 1.04[51] { 랜드_감성=C10} {상의_스타일=페미닌} .07 .29 1.03[52] {상의_스타일=페미닌} { 랜드_감성=C10} .07 .27 1.03[53] {상의_스타일=오피스룩} {하의_컬러=블랙} .07 .32 1.02[54] {하의_아이템=청바지} { 랜드_감성=C2} .08 .31 1.02[55] { 랜드_감성=C2} {하의_아이템=청바지} .08 .25 1.02[56] { 랜드_감성=C2}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11 .35 1.02[57]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 랜드_감성=C2} .11 .31 1.02[58] {상의_패턴=스트라이 } { 랜드_감성=C2} .09 .31 1.01[59] { 랜드_감성=C2} {상의_패턴=스트라이 } .09 .28 1.01[60] {} {상의_스타일=페미닌} .28 .28 1.00[61] {} {상의_패턴=스트라이 } .28 .28 1.00[62] {} {하의_컬러=블랙} .31 .31 1.00[63] {} {상의_컬러=블랙} .25 .25 1.00[64] {} { 랜드_감성=C10} .26 .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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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supp. = .07, min conf. = .25

[65] {} {하의_스타일=페미닌} .29 .29 1.00[66] {} { 랜드_감성=C2} .31 .31 1.00[67] {}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34 .34 1.00[68] {하의_스타일=페미닌} { 랜드_감성=C2} .09 .31 1.00[69] { 랜드_감성=C2} {하의_스타일=페미닌} .09 .29 1.00[70]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 랜드_감성=C10} .09 .25 .99[71] { 랜드_감성=C10}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09 .34 .99[72]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상의_스타일=페미닌} .09 .27 .97[73] {상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09 .33 .97[74] {상의_패턴=스트라이 } {상의_스타일=페미닌} .07 .27 .97[75] {상의_스타일=페미닌} {상의_패턴=스트라이 } .07 .27 .97[76] { 랜드_감성=C10} {하의_스타일=페미닌} .07 .28 .96[77] {상의_패턴=스트라이 } {하의_컬러=블랙} .08 .30 .95[78] {하의_컬러=블랙} {상의_패턴=스트라이 } .08 .26 .95[79] {하의_스타일=페미닌}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09 .31 .90[80]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하의_스타일=페미닌} .09 .26 .90[81] {상의_컬러=블랙} {하의_패턴=그라데이션} .07 .2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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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Learning for Classification of 
High-end Fashion Brand Sensibility 

and Its Business Application

Seyoon Jang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paradigm of fashion retail and service has shifted from offline to 

online, the number of fashion products handled by online retailers have also 

dramatically increased. Fashion consumers have experienced cognitive 

overloads to find the products that best match their tastes and preferences 

amid purchase alternatives, as a diversity of choices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ies proposed products that suit consumers’ tastes and 

preferences. Consumers evaluate the satisfaction with companies offering 

recommendation services which meet their needs, and for companies, 

under-recognized products have also served as an opportunity to sell through 

online shopping channels. 

  This kind of recommendation services has become a strategy adopted by 

many online fashion shopping malls. Shopping malls have been us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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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extracting brand names, product name, prices, and design 

attributes of products from the information that specifies consumer 

preferences and recommending products with similar attributes to consumers 

based on this. However, in this process, the subjective attributes of fashion 

products, such as fashion images, fashion sensibilities, etc.,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design elements, were not included in the recommendation 

elements. However, subjective factors are just as important as the objective 

attributes of products, because fashion is consumed as an image. For 

example, even if the objective elements which consist of the apparel are the 

same, the outfits that each brand presents are different, resulting in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and emotion for observers. In other words, 

attributes of meaning such as the style, feeling, emotion, and sensibility 

associated with the fashion outfits are implicit elements which are difficult 

to convert into texts. Therefore, since the objective properties of the items 

are the same or similar, it will be difficult to satisfy the high-dimensional 

needs of fashion consumers just with the algorithm recommending the 

products.

  Consumers have stated that they will continue to maintain a relationship 

and enhance their engagement with the brands that are highly consistent 

with their sensib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recommendation 

performance of fashion products by utilizing fashion sensibility, this study 

focu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at extracts fashion brand 

sensibility, which is an implicit factor, from fashion photographs. In 

particular,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has been develop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decade due to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deep learning. In 

this process, the recognition ability of machin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objects through learning has been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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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and the machine’s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objects in 

photographs transcended the human level. The same has become possible for 

fashion items to be classified into various attributes of design through 

machine learning. Furthermore, researches on learning cognitive skills for 

machines to understand the way human thinks are actively conducted. They 

serve as the basis for discussion that the implicit element of fashion brand 

sensibility can be classified.

  Research on fashion brand sensibility began in the early 2000s by a small 

number of Korean researchers us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 but there 

was the hassle that subjective sensibilities of human had to be measured or 

categorized by a person every time. Also, it was a difficult task for a 

person to classify semantics because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emantics vary depending on individuals or situations. Above all, there was 

a limitation in expressing the overall and meaning fashion sensibility which 

appears by the combination of color, texture, style, item, model’s 

atmosphere, hair style, makeup, pose, and background image in a specific 

language and score. However, we thought that machine would be able to 

categorize fashion brand sensibilities quickly and accurately with certain 

standards without this difficulty.

  Therefore, by learning fashion brand sensibilities through deep learning 

and determining the fashion brand sensibilities of fashion photographs, this 

study wants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fashion brand sensibilities as an 

attribute that consists of fashion products.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we 

defined fashion brand sensibility as a unique and consistent implicit attribute 

of fashion brands and sensuous associations and feelings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product's tangible and intangible design elements. Then, we 

selected some leading high-end fashion brands whose sensibilities are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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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people well and organized them as class. Located at the top-tier of 

the fashion trend hierarchy, high-end fashion brands pursue a unique design 

concept and host a runway collection twice a year. High-end brands,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ashion industry, have influenced mass 

brands and consumers. Therefore, fashion designers, merchandisers, and 

buyers of mass brands have learned the unique sensibilities of high-end 

fashion brand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information about them prior 

to season planning. Consequently, we assumed that among the fashion 

industry workers, there would be the high-end fashion brand sensibilities 

shared and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make machines learn 

the sensibilities of these high-end fashion brands, Study 1 selected 20 

representative high-fashion brands, and later reduced them to 11 

representative fashion brand sensibilities which have large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the similarity of fashion brand sensibilities.

  Next, more than 25,000 fashion photographs included in high-end fashion 

brand sensibilities were collected from the 16FW to 21SS runway and the 

fashion magazine Vogue US data for 50 years, and learning was conducted 

by using a supervised learning technique of deep learning by each brand 

sensibility. Specifically, learning was conducted based on EfficientNet-B1, 

which has the best performance relative to the size of the model to date, 

and in particular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flexibly respond to 

high-resolution images. In addition, this model performed supervised learning 

by dividing the range of training data into R models limited to runway 

photographs, V models which had trained cover in Vogue Archive and 

advertisement photos that project the brand’s sensibility with the 

backgrounds of photographs or model’s poses and makeup. Through this 

process, we developed a fashion brand sensibility classifier that deriv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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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sub-brand sensibility when fashion photographs are introduc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fashion brand sensibility 

classifier, data sets for verification were constructed from various angles, and 

the accuracy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distribution were calculated by 

putting them into the model.

  Then, we evaluated predictive power by applying fashion brand sensibility 

classifier learned with high fashion brands to the images with high 

representation of brand sensibility and fashion photos of new seasons. In 

addition, we applied the classifier to the classification of online-focused 

mass brands or conducted a performance evaluation that looked at some 

differences from human emotional perception with various angles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classifier. First, after evaluating the accuracy of 

both R and V models on fashion photos with high representation of 

sensibility, the performance of F-1 score reveals fashion brand sensibility 

with the accuracy of around 74% without much difference. Next, to verify 

whether it could robustly make prediction without being affected by changes 

in sensibility such as new products appearing each season, we randomly 

selected runway fashion photos from high-end fashion brands after 21FW, 

which had never been trained, and found that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R model was somewhat reduced compared to the numerical value of images 

with higher typicality. However, in this process, we identified some 

conditions that were assumed to increase the accuracy of decision. Finally, 

we verified machine can distinguish the sensibilities of mass fashion brands 

as much as experts recognize the sensibilities of particular brands. Therefore, 

we expect to gradually improve the accuracy of fashion brand sensibility 

classification if we enhance the learning accuracy of machine by improving 

the amount and quality of future lear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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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tudy 2, we proposed recommendation services using fashion brand 

sensibility classifiers. In particular, by discov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rules of outfits according to the fashion brand sensibility from the fashion 

influencers’ photos that share their fashion and lifestyles through social 

media, we made them applied to the sensibility-based fashion products 

recommendation services as a weight for recommendation. The fashion brand 

sensibility-based recommendation service is expected to predict the initial 

group by estimating the brand sensibility of shopping mall users, and match 

one-on-one with users who have similar purchasing patterns within the 

group. In doing so, we expect it to show recommendation results that are 

closer to consumers’ needs in addition to the explicit product attribute 

information. In summary, we proposed a methodology for convergent 

research liking fashion, information technology, academic field and practical 

businesses by presenting a series of processes to suggest fashion products 

recommendation and related products recommendation services using users’ 

fashion brand sensi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s computer vision gives attributes to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and classified by human sensory abilities, and 

automatically classifies similar things. In particular, fashion brand sensibility 

lacks prior research due to the difficulty of measurement and the subjectivity 

of interpretation. Thu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fashion brand sensibility, and learns and classifies class with the 

sensibilities of high-end fashion brands. This will enable to generate attribute 

information abundantly by automatically extracting unspecified attributes from 

images, which has posed a problem in the text big data analysis of fashion 

products.

  Until now, most of the research in the fashion field using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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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is in its early stages, focusing on automation of design, 

manufacturing, and retail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groundwork for 

related researches in the future by suggesting the classification of fashion 

brand sensibilit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upervised learning 

methods, which are the basis of fashion domain research.

  On the other hand, for online shopping malls, moving forward from the 

existing content-based method, fashion products recommendation service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sophisticated by providing one-on-on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s that can match product sensibilities and consumer 

sensibilities with the use of fashion brand sensibilities in addition to fashion 

design attributes. Moreover, online fashion retailers will be able to provid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s to consumers who have no experience 

in using their shopping malls by developing membership questionnaires 

ba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consumer sensibilities and product 

sensibilities. 

  It is also expected to replace the parts which are costly or difficult to be 

performed by human in the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Instead, 

human experts will be able to show their capabilities in the field where 

creativity and aesthetics abilities are required.

  keywords : fashion brand sensibility, high-end fashion, image classification, 

supervised learning, deep learning, computer vision, recommendation services, 

big data

  Student Number : 2007-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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