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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류 검색 분야는 의류의 비정형 특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분야로 인식 오류 및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진행되어 왔

으나 이를 위한 학습 및 인식 과정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고 일부 관련 기술들은 아직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영상에서 사람 객체를 파악하여 착용한 의상으로부터 색상, 무늬, 질감 등 의상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정보를 분석

하여, 이를 분류하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특히, 의류의 패턴 및 무늬 등을 구분하기 위한 비정형 의

류 검색을 위한 LBPROT_35 디스크립터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 방식은 영상의 통계적 특징을 분석하는 기존의 LBP_ROT(Local 
Binary Pattern with ROTation-invariant) 방식에 추가로 원 영상에 크기 변화가 생겨도 검색해 낼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추가된 것이

며, 이를 통해 비정형 의류 검색 시 옷이 회전되어 있거나 스케일에 변화가 있어도 높은 검색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색 공간

을 11개의 구간으로 양자화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컬러 분류를 구현하여, 의류 검색에 있어서 중요한 컬러 유사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인터넷 상의 의류 사진들로부터 추출한 총 810장의 트레이닝 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중 36장을 질의영

상으로 테스트 한 결과, 94.4%의 인식률을 보이는 등 Dense-SIFT 대비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Abstract

The field of searching clothing, which is very difficult due to the nature of the informal sector, has been in an effort to reduce 
the recognition error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However, there is no concrete examples of the whole progress of learning and 
recognizing for cloth, and the related technologies are still showing many limitations. In this paper, the whole process including 
identifying both the person and cloth in an image and analyzing both its color and texture pattern is specifically shown for 
classification. Especially, deformable search descriptor, LBPROT_35 is proposed for identifying the pattern of clothing. The proposed 
method is scale and rotation invariant, so we can obtain even higher detection rate even though the scale and angle of the image 
changes. In addition, the color classifier with the color space quantization is proposed not to loose color similarity. In simulation, we 
build database by training a total of 810 images from the clothing images on the internet, and test some of them.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shows a good performance as it has 94.4% matching rate while the former Dense-SIFT method has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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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바일 쇼핑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비주얼 검색, 특히 정형화 된 사물이 아닌, 
의류와 같이 정형화 되지 않은 사물에 대한 검색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과 응용 기술

을 개발하여, 기존의 비정형 이미지 검색에서 발생되는 인

식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디스크립터의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의류와 같은 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비정형 이미지들

은 일반적으로 조명 변화, 회전 및 스케일 변화 등 상당히

취약한 환경 하에서 생성되는데, 이러한 환경 하의 실제 이

미지 자체를 입력으로 하여 의류를 검색하는 기술은 아직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았거나, 현재 개발 중인 의류검색

기술의 경우 아직 그 성능이 미흡하여 실제 의류검색 서비

스에 재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3][4][5].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으로부터 확보한 조명, 회전 및 스

케일 변화를 동반한 비정형 실제 영상에서 사람 객체를 파

악하여 착용한 의상의 색상, 무늬, 질감 등 의상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의류를 분류하고 검

색하는 방법에 대해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특히, 
의류 텍스쳐의 질감에 대한 디스크립터와 의류의 패턴을

구분하기 위한 비정형 의류 검색 디스크립터인 LBPROT_ 
35 디스크립터를 제안하였다. 기존에 우수한 성능으로 잘

알려진 Dense-SIFT가 실제로는 밝기 변화나 패턴 분석에

취약한 단점을 보이는 반면에, 이 디스크립터에는 영상의

통계적 특징을 분석하는 기존의 LBP_ROT(Local Binary 
Pattern with ROTation-invariant) 방식

[6]
에 원 영상에 스케

일 변화가 생겨도 검색해 낼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추가되

어, 이를 통해 비정형 의류 검색 시 밝기 변화에 둔감한 정

확한 패턴 분석 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옷이 회전되어 있거

나 크기에 변화가 있어도 높은 검색율을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HLS 색 공간을 11개의 범위로 양자화 하는 방식

을 이용하여 조명 변화에 둔감한 컬러 분류를 구현하여, 의
류 검색에 있어서 중요한 컬러의 유사성을 상실하지 않도

록 하였다. 
한편, 비교 실험을 위해 앞서 언급했던 종래의 우수한 성

능을 보였던 Dense-SIFT 방식을 사용하였다
[8][9]. Dense- 

SIFT는 일정 간격마다 강제로 SIFT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만을 사용했을 때와 본 논

문의 제안 방식인 Dense-SIFT 디스크립터에 LBPROT_35 
디스크립터 및 HLS 기반 컬리 디스크립터를 병행 사용하

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방법 및 결과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된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의류 사진들의 일부분을 직접 추출한 것들이며, 총 810장을

트레이닝 이미지로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실험 결과, 동일

한 옷의 다른 위치에서 추출한 패치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잘찾아내었으며, 그 다음순위의후보군들역시 비슷한 패

턴과 색상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내의 이미지들을 후보로

잘 내놓는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최근 들어책, 브랜드
로고가 있는 가전제품 등 정형 객체에 대한 이미지 검색

기술의 경우 여러 기업에서 상품화가 진행 중이나, 의류와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객체에 대한 이미지 검색 기술은 아직

정확도측면에서 미흡함이 많다. 따라서 본 제안 방법에 의

해 의류 검색 기술이 개발될 경우 시점 변화와 물체 변형

등에 강한 의류 검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Ⅱ. 회전 및 크기 불변 컬러 디스크립터

1. LBPROT와 회전 및 크기 불변 디스크립터

LBP (Local Binary Pattern)은 한 픽셀과 주위에 이웃하

는 픽셀간의 크기 비교를 통하여 추출되는 이진화 된 값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림 1에 보인 것과 같이, 중앙 픽셀의

값에 해당하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해당하는 픽셀에

대해선 1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픽셀들에 대하여 0을 부

그림 1. LBP (Local Binary Pattern)의 계산방법
Fig. 1. LBP (Local Binary Pattern) calcu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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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특정 시작점(좌상단)을 기준으로 한자리씩 읽어서

2진수로 표현하는데, 이 그림의 경우에는 LBP 값은 53이
된다

[10][11][12][13].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되는 LBP 값은 0 부터 255 까지

총 256개의 종류로 나뉘게 되며, 여기에 회전을 고려하면

36개의 종류로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LBP_ROT 
(Local Binary Pattern with ROTation-invariant)라고 부른

다
[6].
LBP_ROT는 LBP의 특성에 회전변환을 고려한 방식으

로 기존의 이진화된 패턴에서 공통적인 패턴형태를 보유한

대상을 한데 묶어버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LBP_ROT = 53과 LBP_ROT 

= 106은 서로를 45° 회전시킨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회전을 통해 같은 구조적 형태를 구성하는 LBP의 값들에

대하여 동일한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림 2. 한 픽셀의 LBP와 이를 45° 회전시킨 후의 LBP
Fig. 2. Comparing between LBP and 45° rotated LBP

한편, 아래 그림 3은 한 이미지와 이를 90° 회전한 동일

그림 3. 원이미지와이를 90° 회전시킨이미지에대한 LBP_ROT 히스토그램
결과

Fig. 3. LBP_ROT histogram comparing for original and 45° rotated 
patch image

패턴의 이미지 각각에 대하여 LBP_ROT를 추출한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작성한 것이다. 회전 변환이 이루어진 이

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 각각의 LBP_ROT 히스토그램

이 동일 혹은 유사하게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LBP_ROT에는 비정형 의류의 확대/축소에 따른

크기 변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한

다. 확대 및 축소문제는 비정형 의류 검색과 관련하여 상당

히 중요한 요인으로, 비정형 의류 검색 분야에 있어서 반드

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본 논문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엣지 영역은 이미지 영역에서선형태로 존재하여 1차원

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반대로 평탄영역은 면 형태로 존재

하여 2차원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이미지가 2배 확대되었

다고 가정하면, 엣지 영역은 이에 비례하여 2배 증가하게

되지만, 평탄영역은 확대비의 제곱에 비례하여 4배증가하

게 된다. 예를 들면, 그림 4에서 보인 것과 같이 2배확대된

이미지에 대하여 LBP_ROT 분석
[6]
을 거치게 되면, 엣지 영

역에서 주로 추출되는 특징벡터들은 2배 증가하게 되지만

평탄영역에서 주로 추출되는 특징벡터들은 4배 증가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LBP_ROT 분석결과, 추
출되는 특징 벡터간의 비율로 구성된 히스토그램에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LBP_ROT가 원 영상

의 확대 및 축소에 따른 크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유이다. 

그림 4. 원영상과 2배 확대시킨 영상의 LBP_ROT 히스토그램 추출 결과
Fig. 4. LBP_ROT histogram comparing for original image and magnify-
ing patch image by 2 times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

제 패턴 분석에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엣지 영역만을

LBP_ROT 영역의 추출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엣지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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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방식은 케니 엣지 검출을 활용하였다
[14]. 이렇게

케니엣지 검출을 거친이미지는엣지 영역만이남게 되고, 
이는 LBP_ROT의 특징 벡터들의 히스토그램상에서평탄

영역의 LBP_ROT 값한개는 통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효

과를 가져 오며, 이렇게 36개의 LBP_ROT 특징 벡터 중

하나를 제거한 LBP_ROT를 LBPROT_35라고 부르겠다.

그림 5. 원영상과 이를 1.5배(확대1), 2배(확대2) 확대시킨 영상에 대해

LBPROT_35 히스토그램 추출 결과
Fig. 5. LBP_ROT_35 histogram comparing for original image and mag-
nifying patch image by 1.5 and 2 times

이렇게 모서리 검출을 거친 뒤 이후 평탄영역을 분석대

상에서 제외시키는 LBPROT_35의 특징벡터는 그림 5에
보인 것과 같이 크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 되어 비정

형 검색 성능을 극대화 해 준다.

2. HLS 기반 컬러 디스크립터

컬러 인식은 패턴 인식과 마찬가지로 의류 매칭 알고리

즘 구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단색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컬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패턴에 의

해 발생하는 다양한 컬러 분포 모두를 종합적으로 분석대

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컬러의 다양성을 고려함으

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의 이미지를 정확히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컬러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외부 조명의 변화나 그림자에 의한 이미지의 명암변화

에도 고려해야 한다. 즉, 극단적인 명암변화가 아닌 일상생

활에서의 조명이나 그림자에 의한 명암변화가 검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컬러 디스크립터를

설계하였다.
우선 기존의 RGB 색 공간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명암을

고려하여 HLS 색 공간으로 변환한다
[15][16]. HLS 색공간은

RGB와 마찬가지로 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색상

(Hue), 채도(Saturation), 밝기(Lightness)의 좌표를 이용하

여 색을표현한다. 색상(Hue, H)는 가시광선스펙트럼을 고

리모양으로 배치한 색상환(Color Circle)에서 가장 파장이

긴 빨강을 0°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인배치 각도의 분포이

다. 때문에 H 값은 0°~360°의 범위를갖고, 360°와 0°는 같

은 색상 빨강을 가리키고, 채도(Saturation, S)는 특정한 색

상의 가장 진한 상태를 100%라고 하였을 때 진하기의 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0%는 색상과 무관하게 무채색을 나타

내며, 밝기(Lightness, L)는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정도로, 실제 이미지의 명암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다. RGB 색 공간에서 HLS 색 공간으로 변환이 이루어진

이미지는 밝기 정도를 수치화 하여표현할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미지 상에서 조명이나 그림자에 의해 명암의 변화

가 발생한다면, 밝기(L) 값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색상

(H)과 채도(S)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

여 HLS공간을몇가지의 색으로 양자화 시키는데, 우선밝

기에 대해 문턱 값을 설정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밝기 변화

를 넘어서 극단적으로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색 변화는

그 부분이 조명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 본래흰색과 검은색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검은색

과 흰색의 문턱 값은 색상(H)와 채도(S)와는 무관하며, 밝
기(L)가 15% 이하이면 검은색, 밝기 80% 이상이면흰색으

로 여기도록 문턱 값을 설정하였다. 이제 밝기 15%~80% 
사이의값을 가지는 색상들에 대해빨강, 주황, 노랑, 초록, 
연한 파랑, 파랑, 보라, 핑크, 회색으로 구분을 지었다. 한편, 
우선해서 제한된 밝기(L) 내에서채도(S)가 10% 이하인 색

을 회색으로 고려하였고, 이후 제한된 밝기(15%<L<80%)
와 제한된 채도(10%<S)에 대하여 색상(H)가 344°~360°, 
0°~9°이면 빨강,  10°~37°이면 주황, 38°~65°이면 노랑, 
66°~145°이면 초록, 146°~181°이면 연한 파랑, 182°~255°
이면 파랑, 256°~315°이면 보라, 316°~344°이면 핑크로 간

주하였다. 이렇게 총 11가지 색상으로 양자화 시켜, 이 색상

각각을 하나의 특징 벡터의 차원으로 삼았다. 이후이미지

에 대하여 11가지 색상의 분포를 분석한뒤전체 이미지에

서의 특정 색상의 비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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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6은 각 이미지들을 11개의 색으로 양자화한 결과의 히스

토그램이다. 최종적으로 개별이미지들에서 추출된 히스토

그램 내의 컬러의 분포를 좌측 색에서 우측 색 방향으로

차례대로읽어서 11차원으로 구성된 특징벡터인 컬러 디스

크립터를 만들고, 이를 비교하여 색상이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내게 된다. 

그림 6. 이미지에따른양자화된 11개컬러에대한히스토그램의두가지예시
Fig. 6. Two examples of HLS-based color histogram

두이미지간의 컬러 벡터로 구성된 히스토그램의 유사도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은 Histogram Intersection을 사용 하

며, 앞서설명 한 Dense-SIFT와 LBPROT_35를 이용한 패

턴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Histogram Intersection을 이용

하였다
[17].

Ⅲ. 회전 및 크기 불변 의류 분류 및 검색기

1. 회전 및 크기 불변 분류기의 설계

그림 7에 보인 것처럼, 기존 방식인 Dense-SIFT[8][9]
에 병

행하여 제안 방식인 LBPROT_35와 HLS 기반 컬러 디스크

립터를 추출하고, 각각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저장

한다. 
즉, Dense-SIFT의 경우, 트레이닝 이미지들로부터 만들

어진 수많은 패치들에서 128차원의 SIFT 벡터들을 얻어, 
이를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분류하고, 이를 바탕

그림 7. 전체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7. Block diagram of the whole process

으로 K-D 트리[18][19]를 구축하여 개개의 트레이닝 이미지들

에 대해클래스값을 bin으로 하는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저

장해 둔다. 또한 LBPROT_35 분류기를 적용할 때에는, 모
든 트레이닝 이미지들로부터 얻은 패치들에 대해 우선 캐

니 엣지 검출기를 적용하여 이진화 된 엣지만 남긴 후에

각 영상마다 LBPROT_35가 출력하는 35개의 숫자를 bin
으로 하는 히스토그램을 저장해 둔다. 마지막으로 컬러에

대해서도 주어지 모든 트레이닝 패치들에 대해 11가지 컬

러 값을 bin으로 하는 히스토그램을 저장해 둔다. 
한편, 이들 세 가지 분류기는 서로 독립이므로,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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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검색기에 의해 최종 결과를 출력해야할때는, 개개의

결과를곱한값을 보고 가장 높은값을 가진 것을 최종 결과

로 선택하게 된다.

2. 검색기의 설계

그림 7의 하단에 보인 것처럼, 트레이닝 때와 유사하게

테스트 하고자 하는 질의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얼굴 검색

과정을 거쳐 질의 패치를 추출한뒤, 세 가지 방식으로 각각

검색을 수행한다. 즉, Dense-SIFT 검색기
[8][9]

로 처리하는

경우, 트레이닝 과정에서 획득한 K-D 트리를 이용해 워드

의 히스토그램을 구하며, 마찬가지로 LBPROT_35와 컬러

히스토그램 검색기를 통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히스토그

램을 얻은 후에, 이를 Histogram Intersection 방법
[17]

으로

점수를 구한뒤세 점수를곱하여 최종 점수를 구하고, 가장

높은 값을 얻는 후보를 결과로 출력하면 검색이완료된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실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내에 총 810장의 패치 이미

지를 100x100픽셀크기로 일정하게맞추어, 이것으로 트레

이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미지들 중에는

특별히 제작된 36가지 옷으로부터 각각 10장씩, 회전 및 스

케일 변형을 임의로 주어 취득한 비정형 의류 패치 데이터

들을포함하고 있다. 한편, Dense-SIFT 과정에서는 트레이

닝 영상에 32x32 윈도우를 4픽셀 단위로 움직이며 하나의

특징점 당 128개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였고, 가로로도 4픽
셀 간격으로 이동하여, 하나의 패치로부터 100x100 영상

기준으로 361개의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

의 영상에서 361개의 128차원 SIFT 벡터가 추출되어, 전체

810장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361x810개의 SIFT 벡터를

만들어 K개의워드개수만큼 K-means 클러스터링 과정을

수행하였는데
[20][21], 본 논문에서는워드개수를 300개로 하

였다. 이후, K-means 클러스터링의 워드들을 이용하여 이

진 K-D 트리를 만들고
[18][19], 이 트리를 이용하여 트레이닝

영상들이갖고 있는워드들의 히스토그램얻어서저장하였

다. 이 과정은 전형적인 Dense-SIFT 방식으로, 본 논문에서

는 이것만 사용한 경우와, 본 논문의 제안 방식인

Dense-SIFT에 추가로 LBPROT_35 및 컬러 디스크립터를

병행 사용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8. 제안방법과 Dense-SIFT 방법과의비교실험결과(결과로 5개혹은 10개
를 출력하는 경우)
Fig. 8. Comparing between the proposed method and Dense-SIFT(in case 
of Top5 and Top10)

그 결과, 그림 8의 실험 결과에서 보인 것처럼, 36벌의

옷으로부터 추출된 의류 이미지 패치 한 장씩으로 검색을

수행한 결과, 5가지 출력만을 고려한 경우, 모든 테스트에

서 제안 방식이 Dense-SIFT 보다더많은 유사 의류 패치들

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확하게찾아냈으며, 10가지 출력

을 고려하는 경우, 29번째테스트 패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

든 테스트에서 마찬가지로 Dense-SIFT 보다 더 많은 정확

한 동일한 옷으로부터 얻은 의류 패치들을 찾아내었다. 한
편, 그림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유일한 출력만을

내도록 하는 실험에도, Dense-SIFT의 경우 36가지 실험 중

23번을 성공(63.9%)한 반면에, 제안 방식은 34번을 성공

(94.4%)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9에 실

험 결과로찾아낸유사 의류 패치들을몇가지 보였다. 제안

방법은 비교적 정확히 찾아내는 반면에 Dense-SIFT 방식

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 방식에서 사용된

LBPROT_35가 스케일 변화를 고려한 순환 텍스쳐 방식을

사용하여 영상의 크기 및 밝기 변화에 무관한 영상 feature
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HLS 기반 컬러 디스크립터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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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컬러를 분석하여 결과를찾아 주기

때문이다. 

그림 9. 제안방법과 Dense-SIFT의실험결과이미지 (우선순위 : 좌상단에서
우하단 순)
Fig. 9. comparing the result images between the proposed and 
Dense-SIFT

 
그림 9의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29번째테스트 이미지의

경우, Dense-SIFT가 10개를 고려하는 경우, 한 개를더 찾

아냈으나, 1개만을 출력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Dense- 
SIFT는 오류를 내고 있으며, 5개만을 출력하는 경우에도

1개만 제대로 찾는 등 제안 방법 대비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10에 스케일 변화(50 ~ 200%)에 따른 실험

결과를 기존 방식의 결과와 함께 보였다. 
Dense-SIFT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의영상

을 가장 높은순위로 검색을 하였으나, 이후유사한 이미지

검색에서 Top5에는 한 개를 Top10에서는 3개를 추가로찾

는데 성공한 반면에, 제안 방식은 Top5에서 모두 찾았고, 
Top10에서는 두 개를 뺀 나머지 모두를 찾는데 성공하였

그림 10. 제안방법과 Dense-SIFT의스케일변화실험결과이미지 (우선순위
: 좌상단에서 우하단 순)
Fig. 10. comparing the result of scaled image between the proposed 
and Dense-SIFT

다. 이는 제안 방식에서 사용된 LBPROT_35가 스케일 변

화 때 발생되는 통계적인 변화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 주어 스케일에 덜 민감하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과정 및 테스트 과정 각각에 대해

수행 시간 비교를 아래 표1에 보였다. 동일한 사양의 PC 
(Intel Xeon CPU 2GHz, 16GB RAM) 환경에서 실험한 결

과, 제안 방식이 종래 Dense-SIFT에 추가로 LBPROT_35
와 HLS 기반의 컬러 디스크립터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계

로 트레이닝에서 11.5%, 테스트에서 6.9% 정도더 소요되

었으나, 본 제안 방식이 서비스에 제공되어 사용자가 이용

하는 상황인 테스트 과정의 경우, 제안 방식이 0.31초로, 종
래 방식의 0.29초 대비 사용자가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미

미한 수준이었다. 

과정 방식 소요시간(sec) 차이

트레이닝
제안 방식 0.29/1장

11.5%
Dense-SIFT 0.26/1장

테스트
제안 방식 0.31

6.9%
Dense-SIFT 0.29

표 1. 제안 방식과 종래 방식 사이의 처리 속도 비교
Table 1. Time consumption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method 
and Dense-SIF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비정형 의류 검색을 위한 회전 및

스케일 불변 고성능 의류 분류기 및 검색기를 제안 하였다. 
기존의 SIFT 방법을 의류 검색에 사용할경우, 의류의 비정

형 특성으로 인하여 트레이닝 및 검색 과정에서 왜곡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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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여 성능이 매우떨어지는데, 본 논문의 제안 방법

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비정형 의류에서도 높은 검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LBPROT_35 디스크립터와 HLS
기반 컬러 디스크립터를 적용하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

게 하였다. 특히 LBPROT_35 디스크립터의 경우, 기존의

LBP_ROT와는 달리, 신호의 특징이 압축되어 있는 엣지

부분에 관심을집중하여 우수한 특징 정보 습득은 물론, 원
영상의 스케일 변화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할수 있게 하였

고, HLS 기반 컬러 디스크립터는 의류 검출에 있어서 큰

중요도를차지하는 색깔분류를 위해 색 공간을 11개로 양

자화 하여 11개의 색깔 기반의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져, 
이를 바탕으로 분류기로 사용되어졌으며 색깔검색에 있어

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여러 가지 질의영상으로 Dense-SIFT와 제안 방법을 비

교 실험을 한 결과, 하나의 결과만을 출력하도록 하는 실험

에서는 제안 방법이 94.4%로 Dense-SIFT의 63.9% 보다 월

등히 우수하였고, 5가지후보를 출력하는 실험에서도 모두

Dense-SIFT 보다더많은 유사 의류 패치를 검색해내었다. 
한편, 10개의 유사 패치를 출력하는 실험에서도 단 하나만

을빼고 모두제안 방법이더우수한 결과를내었다. 결과적

으로 회전 및 스케일에 변화가 많은 비정형 의류 검색에

있어서 제안 방법은 Dense-SIFT 단점을 극복하여 월등히

높은 검색 결과를 가져다주므로 실제 제품화에 적용될 경

우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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