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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출입 기업이 세 혜택을 받거나 올바른 세를 측정하기 해서는 통  진행 시 올바른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품목 분류의 기 이 1만개가 넘을 정도로 방 하여 신규 사용자나 품목에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분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HS Code 분류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빅데이터 기반 이미

지 분석을 통한 자동 제안 시스템을 목표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한 HS Code 자동 제안 

시스템을 한 수출입 품목  의류 품목의 수출입 품목에 국한하여 의류 HS Code 자동 분류 시스템을 설

계하고, 제안한다. 

분류 분류명 분류 수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뜨개편물)

17

62류 의류와 그 부속품 17

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10

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6

65류 모자와 그 부분품 7

<표 1> 의류 련 HS Code분류

1. 서 론

FTA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세 혜택을 받거나 

올바른 세를 측정하기 해서는 물품의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품의 품목 분류 코드를 HS Code

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 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이다. 품목 분류 코드는 세뿐만 아니라 무역통

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 에 사용하므로, 수출입 

업무에서는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세율표상의 HS Code는 10자리 코드를 사용하

고 있으며, 분류 21가지, 분류 97가지 등 기 이 1

만개가 넘을 정도로 방 하며 이들 품목에 한 이해

는 물론 해설서의 규정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품목 분류를 할 수 있다.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기 

해서는 수출입 업무담당자의 개인 능력이 주로 요구

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면 문

인력의 부재나 인  실수로 인하여 수출입 물류 흐름

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 오류를 최소화하

고 비 문가도 쉽게 품목 분류 코드를 결정할 수 있는 

HS Code Navigation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이

러한 HS Code Navigation 시스템을 텍스트 입력이나 

기존 항목의 질의를 통해 수행하 다. 하지만 의류와 

같은 특정 수출입 품목에 해서는 설명서나 질의 보

다도 외 으로 분류의 범 를 많이 일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의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한 HS Code 자동화 분류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를 

한 데이터 수집 랫폼 설계를 설명한다. 세부 인 

설계 구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HS Code 자동 

제안 시스템을 한 이론  배경을 설명하고, 둘째, 데

이터 수집 랫폼의 설계 방식을 설명하고, 셋째, 향후 

데이터 수집을 활용할 Navigation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2.1. HS CODE 분류  

2018년 세율표 기 으로 의류에서 주로 사용되

고 있는 HS Code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1> 과 같

다. 

분류 하 까지 10자리 HS Code 종류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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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만, 57개까지의 분류는 남

성복, 여성복, 이스, 펠트 등 외 으로 구분이 가능한 

내역을 바탕으로 카테고리 분류가 가능하다. 

2.2. 웹 크롤러(Web Crawler)

웹 크롤러는 인터넷에 연결된 URL 리스트를 통하

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비정형화된 데이터

로 수집한다. 

[그림1] 웹 크롤러 구성[1]

일반 인 웹 크롤러는 <그림1>과 같은 순서로 동작

한다. 웹 크롤러는 단일 시스템에서 시드(Seed) 수집, 

필터 그리고 수집 방법을 정하는 시드 스 링과 시

드에 한 웹 문서를 수집하는 크롤링 기능이 모두 수

행된다.[2] 하지만 일반 인 웹 크롤러는 시간과 비용

의 소비가 크다. 분산형 크롤러의 경우 서버-클라이언

트 환경으로 크롤링 한다. 기 시드를 클라이언트에 

분배하면 클라이언트가 크롤링하고 웹 문서에서 시드 

추출  크롤링을 반복 으로 수행한다.[3]

2.3. YOLO(You Only Look Once)

 YOLO란, You Only Look Once의 임말으로 

CNN기반의 이미지 분석 방식이다. 

[그림 2] The YOLO Detection System[4]

YOLO는 <그림2>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미지

를 분석하는데, 입력된 이미지를 임의의 grid cell로 나

고, 각 cell을 기 으로 bounding box와 그 box가 

객체를 포함할 확률을 분석하여 object의 종류와 치

를 추측한다. 간단한 처리과정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

고, 좀 더 일반화된 특징을 학습하여 class에 한 맥

락  이해도가 높다. 그러므로, 배경이나 모델이 다양

한 의류 사진에 있어서 세세한 옷의 디테일보다는 

체 인 class를 단하여 HS Code를 매칭할 

Navigation 시스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YOLO 이미지 분석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다. 

3. 빅데이터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한 

HS Code 자동 분류 시스템 설계

 본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분석에 

기반한 HS Code 자동 분류 시스템에 해 순차 으로 

구성 설계 내용을 설명한다. 체 인 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HS Code 자동 분류 시스템 구성

3.1. 웹 크롤러 구  방안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한 HS Code자동 

분류 시스템을 해 데이터 수집 방안으로 웹 크롤러

르 설계하 다. 이미지 분석을 해서는 기존에 HS 

Code가 분류되어 있는 이미지를 수집하여야 했다. 자

재번호 별 HS Code가 분류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라벨로 활용하기 해서 해당 자재에 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수집하여 했다. 의류 각 품목에 한 이미지

와 텍스트를 수집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정 

랜드의 인터넷 쇼핑몰 웹 크롤러 방법을 제안한다. 다

만 HS Code의 분류시 의류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소

재를 정확히 알아야 분류가 가능하다. 이미지로는 소

재 악의 한계 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목표로 하는 

HS Code자동 제안 시스템은 HS Code 10자리 체보

다는 카테고리로 악이 가능한 HS Code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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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Material Code QS8838SWI6

Item name 18FW (Women) Hybridge 
Lite Jacket - Red

Category Women Outer

<표 2> 크롤링 데이터 시 

(ex)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

트(car-coat)· 이 (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드치터(wind-cheater)· 드재

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까지 Navigation 

하도록 한다. 분류까지의 자동 제안을 해서는 이

미지 분석을 통하여 의류의 카테고리 단이 필요하

고, 이미지 학습을 진행할 카테고리 별 이미지 수집이 

필요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기본 으로 카테고리 

별로 웹사이트를 구성하므로 root.txt 보다는 특정 사

이트의 sitemap을 활용하도록 하 다. 카테고리 별 이

미지를 Python 기반으로 Selenium Webdriver를 활용

한 크롤러를 개발하여 크롤링 하는 것을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설계하 다. 

[그림 3] 웹 크롤러의 구성

일반 인 웹 크롤러는 <그림3>과 같은 순서로 동작

한다. Seed URL을 기반으로 페이지의 링크를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원하는 카테

고리 하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는 링크를 

따라서는 갈 수 없는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하여 사이트맵 로토콜을 활용하여 크롤링 하는 딥 

크롤링을 이용한다. 

3.2. 데이터 수집 내용  처리  

다음 <표3>는 해당 크롤링 데이터의 시이다. 

특정 사이트의 카테고리 별 이미지는 사이트의 

sitemap xml을 통하여 카테고리 별 url을 분류하여 수

집하므로, 별도의 추가 라벨링 작업 없이 해당 카테고

리 내의 모든 이미지를 지정된 카테고리로 자동 라벨

링 하여 크롤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하지만 YOLO 알고리즘을 통한 이미지 학습을 

해서는 HS Code라벨 작업이 필요하다. 수집된 이미지

와 품번에 한 정보는 CSV 일 형태로 재한다. 데

이터 처리 과정을 통하여 품번별 HS Code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에 HS Code를 분류 벨에서 라벨

링 하여 이미지 학습을 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3.3. 이미지 분석  

YOLO V3를 활용하여 이미지 분석을 진행한다. 앞

선 과정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지의 

라벨을 HS Code로 매핑하여 트 이닝을 진행한다. 

Navigation 이 필요한 새로운 수출입 의류 품목의 이

미지를 input할 경우 YOLO모델링을 통한 HS Code 

분류를 Navigation 해주도록 구성한다. 

4.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의류라는 특정 수출입 품목에 국한되

어 이미지 분석을 통한 자동화된 HS Code 자동 분류 

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데이터 수

집 설계에 을 두었고, 이미지 분석을 한 트 이

닝 set을 하여 크롤링 구 을 통한 데이터 수집 

랫폼과 이미지 분석을 통한 HS Code자동 분류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 다. 향후에는 이 설계과정을 토 로  

HS Code 자동 제안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한다. 

이미지 분석을 해 의류의 이미지와 카테고리 명을 

수집하도록 본 논문에서는 설계하 지만, 향후 HS 

Code 자동 제안 시스템에서는 상세 텍스트 정보를 추

가로 수집하도록 수집 역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세 텍스트를 수집하여 의류의 소재, 부자재 

등 HS Code 코드를 좀 더 하  분류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확장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의류의 특성상 랜드마다 제작하는 

옷의 용도나 소재에서 공통 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

고 특정 랜드의 웹 쇼핑몰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진

행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랜드를 분류하여 추가 요인으로 활용 가능 하도록 

확장하는 방법도 향후 고려할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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