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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시대 경쟁력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순서와 일치하며, 사용자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서비

스로 제공하는 민첩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다(Shin 

et al., 2018). 하루가 다르게 온라인 매장이 생성되는 디

지털 패션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수십 개의 

매장을 동시에 방문하고 적합한 제품을 비교하며 찾는

다. 사용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 이외에도 

다수의 디자인 속성들로 구성되는데, 일대일 상담을 하

기 어려운 온라인 매장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좋아할 것 같은 패션 스타일을 

가려낸다.

나아가 최근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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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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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으로 향상된 인공지능은 개인의 경험에 의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

한 패션 추천 서비스를 이끌어내고 있다(Matsuo, 2015/ 

2015). 인공지능에 의한 추천 시스템은 과거 사용자 데

이터를 통해 연관 항목을 추측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중

에서 개인에게 적당한 항목을 필터링(Filtering)하는 시

스템으로(Cho et al., 2015), 온라인에서 사용자 동의를 

얻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구매 제품과 같은 회원 정보

와 방문 빈도, 검색 내용 등의 활동 흔적을 모두 데이터

로 활용한다(Trends Magazine Special Reporting Team, 

2017/2017). 패션 제품은 스타일, 사이즈, 핏, 가격 등의 

데이터가 주요하게 활용되는데, 스티치 픽스(Stitch fix)는 

간단한 스타일 퀴즈(Style quiz)로 옷을 고르는 과정이 

생략되는 맞춤 상품 배송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의 80% 

이상이 편의성에 만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Seol, 2018). 

또한 딥 러닝 기술에 바탕한 인공지능은 특정한 색상, 

소재, 디테일 등의 디자인 속성을 학습하고 지역과 시간

에 구애받지 않는 무한한 온라인 공간에서 유사한 패션 

상품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패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Lee, 2018). 

이에 따라 패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추천 서비스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Kim and Lee(2018)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에 의한 패션 산업의 변화

를 주목하며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Park and Kim(2017), 

Lee(2016)는 온라인 패션 추천 서비스를 경험한 사용자

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이 패션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혁신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Baek & Kim, 2019), 학문적으

로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의 핵심 기술이 되는 필터링 

시스템 고찰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를 위한 필터

링 기술을 단계별로 고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서

비스의 대표적 사례 수집 분석으로 개인 맞춤 패션 스

타일 추천 서비스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딥 러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패션 스타일 추천 서

비스를 구현하는 필터링 기술을 고찰하였다. 또한, 인

공지능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한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및 한국을 중심으로(“China may match”, 2017), 국내⋅
외 전문서적, 학술저널과 인터넷 자료조사를 통해 사용

자 구매 단계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개인 맞춤 패션 스

타일 추천 서비스 대표 사례 15개를 수집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딥 러닝 기술과 연관하여 개인 맞춤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인공지능과 패션 추천 서비스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이란 데이터 속에서 피처(Feature)를 

생성해 현상을 모델화하는 것이 가능한 컴퓨터를 말한

다(Matsuo, 2015/2015). 1980년대 인공지능은 전문가 시

스템(Expert system)을 실용화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등이 컴퓨터에 축적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

도록 설계되었다. 당시 패션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데이

터베이스 검색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 중심의 

일방향 구독형 패션 정보를 처리하였다. 2000년대는 온

라인을 통해 쇼핑을 즐기는 것이 정착되면서 다양한 채

널을 통해 공유되는 사용자에 의한 주관적인 정보 처리

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와 같이 제품

을 착용해보며 어울리는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 스타

일에 대한 고객 응대 서비스의 부재가 있었다. 

미디어 3.0시대인 2010년으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축적된 데이터를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이 적용되

며 급격히 진화하였다(Nikkei Top Leader & Nikkei Big 

Data, 2017/2018).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혼재된 정

보 속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스스로 학

습하고 분류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웹

(Web)상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옴니채널, 쳇봇 등의 

다방면의 기술 지원으로 고도의 기량을 갖춘 매장 직원

이 응대하는 것과 같은 개인 맞춤 패션 추천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다(Table 1).

인공지능 패션 서비스는 온라인 상품 구매 단계에 

긴밀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욕구 인지, 정보 탐색, 대안 평

가, 선택, 구매 후 평가의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Engel 

et al., 1995), 각 단계에서 패션 추천 서비스의 개입은 과

잉 공급된 정보를 분류하고 새롭게 조합하여 사용자에

게 적합한 맞춤 정보를 선별한다. 인공지능은 구매 의

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탐색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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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기 때문에 탐색과 평가 단계에서 새로운 제품

에 대하여 인지하기도 하고, 구매 단계에서 더 나은 제

품을 추천하여 탐색과 평가 단계로 후진과 전진이 되풀

이 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Fig. 1). 이를 통해 판매

자가 제품을 미리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

을 기준으로 제품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복잡성

을 제거하여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함으로서 온라인 상

품 구매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부

담을 완화한 상태에서 맞춤 패션 스타일의 추천은 사용

자 관심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매 후 만족도를 높이

고 있다(Bhaskar, 2016/2016). 

2. 개인 맞춤 추천 서비스를 위한 필터링 기법

패션 분야는 디자인 측면의 제품 데이터와 마케팅 

측면의 고객 데이터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

이스를 매치시키는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개인 맞춤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가 실용화 단계이다. 일반적으

로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의 통계 분석

Fig. 1. User decision process and recommendation system.

1990s 2000s 2010s to current

AI stage Data-base searching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Users Producer ≠ Consumer Producer ↔ Consumer
Producer ↔ Intermediary

↔ Consumer

Recommendation Subscription Participation Customized

Information flow Concentration and sending Distribution and sharing Circulation and accumulating

Service acceptance Passive Selective Active

Service distribution One way distribution
Multichannel 
distribution

Interactive distribution

Fashion service
One way distribution of professional 

authoritative information into
a printed magazines

Subjective opinion 
information is shared 
across multichannel

Customized informa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commended through personal channels

Table 1.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ash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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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절한 패션 스타일을 추천하는 협업 필터링(CF: 

Collaborative filtering) 이나 등록된 형태나 색상과 같은 

속성(Feature)들을 기반으로 적당한 것을 추천하는 내

용 기반 필터링(CBF: Content-based filtering)을 기반으

로 제공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거

나 새로운 기술이 융합된 형태의 필터링 기술이 적용되

며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Suh, 2016).

패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협업 필터링 방법이

다. 협업 필터링의 기본적인 가정은 나와 비슷한 성향

을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이 검색, 열람, 

구매한 내역을 활용하는데, 대규모의 기존 사용자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천한

다. 예를 들어, 사용자 A와 B가 레깅스와 운동화를 같이 

구매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레깅스를 구매한 새로운 

사용자 C에게 운동화를 추천하는 방법이다(Fig. 2). 이러

한 추천 방법은 직관적이며 레깅스와 운동화의 항목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협업 필터링은 전통적으로 

사용자들의 감성적 취향에 영향을 받는 음악이나 영화

를 추천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용적 측면에서 성공

을 거두었고(Resnick et al., 1994; Shardanand & Maes, 

1995), 아마존(Amazon)은 유사한 제품 추천에 활용하였

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은 

비슷한 성향의 새로운 친구나 그룹을 추천하는 전략으

로 활용한 바 있다(Sarwar et al., 2001; Wei et al., 2012). 

내용 기반 필터링은 항목 속성과 사용자 특성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추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브랜

드, 장르, 카테고리, 가격대 등 상품마다 가진 속성 정보

가 분석된 항목 프로파일(Item profile)과 사용자 프로파

일(User profile)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품을 추천

한다(Fig. 3). 사용자 A가 ‘레깅스’ 제품을 구입한다면, 

‘레깅스’가 포함되는 ‘스포츠웨어’라는 항목에 함께 포

함되는 ‘집업’, ‘조거팬츠’와 같은 제품을 추천하는 기

술이다. 내용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 수나 접속 수에 영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등록되어 구매 이력이 전

혀 없는 새로운 제품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추천하고자 하는 항목 프로파일이 사용자 

프로파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항목을 선택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Kozaki, 2016/2017). 

또한 추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력 필터링과 내용 기

반 필터링의 두 방법을 결합하여 각각의 장점을 취하는 

하이브리드 추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협력 필터링 방법을 유지하면서 사용자 프로파일

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용자인 경우도 관심사에 맞춰 추

천 받을 수 있게 하거나(Kim et al., 2004), 항목 간의 연

관 규칙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된 협업 필터링 방

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성향이 반영된 상품을 추천한다

(Kim & Park, 2006). 나아가 최근에는 이미지 처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딥 러닝 기술과 가상현실, 증강

현실 기술 도입으로 직접 살펴보거나 체험해보고 구입

할 수 없었던 기존 온라인 쇼핑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Lee, 2019). 

III. 사례 조사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한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및 한국을 중심으로 패션 온라인 사이

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나는 개인 맞춤 패션 스타

Fig. 2. Collaborative filtering system. Fig. 3. Content-based filt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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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추천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China may match”, 

2017). 특히, 인공지능에 딥 러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

입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

는 협업, 내용 기반 및 딥 러닝 기술 기반의 필터링 기술

이 각 상품 구매 단계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

를 기준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 맞춤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 특징을 분석하였다.

2.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 사례

1) 협업 필터링 추천 서비스

정보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포털사이트들은 

“스커트”, “팬츠” 등의 아이템과 “밴딩”, “A-라인” 등의 

디자인 속성 정보를 조합한 키워드 검색으로 연관 스타

일 제품들을 비교 구입할 수 있는 쇼핑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ig. 4). 대표적으로 네이버 쇼핑(www. 

shopping.naver.com)에서는 프로필 정보를 통해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을 그룹화하는데, 성별, 연령과 같은 정

보를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검색, 구매 이력 

등의 활동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같은 그룹을 이루

는 사용자들은 관심사가 비슷한 것으로 전제되어 구성

원 한 명이 클릭하거나 새롭게 구매한 제품의 경우 다른 

구성원도 구매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여 

추천이 이루어진다(Fig. 5).

개별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추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지금 조

회하고 있는 제품과 연관되는 제품을 추천받는다. 예를 

들어, 뷔스티에 원피스를 구입한 사람 중에 원피스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블라우스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뷔스티에 원피스 검색하거나 구매

할 경우 블라우스도 함께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는 이전에 검색한 제품 정보를 기

반으로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 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2) 내용 기반 필터링 추천 서비스

내용 기반 필터링은 제품 프로파일에 사용자 개인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스타일을 추천한다. 일본 미쓰코

시이세탄 백화점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 

‘센시(SENSY)’를 통해 상품 설명글에서 알 수 있는 사

이즈, 가격, 기능성 등 수십만 종류의 제품 프로파일과 

검색된 패션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 성향(‘좋다’ 또는 

‘싫다’)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A에게 지

나치게 캐주얼한 옷’, ‘A에게 휴일에 입기 적당한 캐주

얼’, ‘A에게 회사에서 입기 좋은 정장 스타일 ‘과 같이 

사용자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추천 서비스

로 매출이 4배 이상 향상하였다(Mori, 2014). 중국 알리

바바(Alibaba) 그룹은 타오바오 50만 회원의 빅데이터

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Fashion AI 스토어를 선

보였다. Fashion AI 스토어는 2차원 코드 및 얼굴 인식

으로 사용자를 식별하고, 기존 구매 내역과 취향을 기

반으로 상품을 추천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이미 구

매가 이루어진 옷, 신발, 액세서리를 피팅룸 내부 거울

로 확인하며 새로운 제품과 함께 스타일링을 제안 받을 

수 있다(Jang, 2018). 

Fig. 4. Item search service. 
Reprinted from 러플 스커트 

[Ruffle skirt] (2019).
https://search.shopping.naver.com

Fig. 5. Search keyword rank. 
Adapted from 패션의류

[Fashion clothing] (2019). 
https://dat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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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제품 렌탈 회사인 스티치 픽스(Stitch Fix)는 발

송된 제품의 핏, 사이즈, 스타일, 형태, 가격 등에 대한 

피드백으로 사용자 체형과 취향 프로파일을 생성하였

다. 피드백이 반복 학습됨에 따라 인공지능이 세부적인 

취향과 사이즈에 적합한 제품 추천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통해 2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였고 그 중 

80%의 고객이 추천 받은 옷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구입

까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eol, 2018). SPA 브랜드인 

자라(Zara)는 2017년부터 회원 가입 시 키, 몸무게, 가

슴, 허리, 엉덩이에 대한 다섯 개의 체형 항목에 대한 정

보 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자 체형 프로파일과 조합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제품을 클릭할 때마다 유사한 체형을 가진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사이즈, 패션 스타일, 함께 착용하면 좋은 제

품을 함께 추천 받을 수 있다(Fig. 6). 

인공지능 계측 기술을 적용하여 체형 프로파일을 작

성하는 사례로 바디랩(Body lab)은 3D 바디스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사용자들의 신체 치수 변화를 파악하는 

통계 모델을 적용하여 개인 맞춤 사이즈를 추천하고 있

다. 또한, 일본 패션 브랜드 조조타운(Zozo town)은 24곳

에 신축 센서를 부착한 전신 수트인 조조수트(Zozo suit) 

개발하여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옷을 제작하여 발송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8년 타임지가 올해 최

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조조수트는 한 번의 착용으로 

착용자의 디지털 사이즈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이를 통

해 사용자는 옷을 구입할 때 매장을 방문하고 피팅하며 

사이즈를 고민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온라인으로 자신

의 체형에 적합한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선택하여 집

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Kim, 2018)(Fig. 7).

3) 딥 러닝과 하이브리드 필터링 추천 서비스

최근 패션 기업들은 IT 기업과 제휴를 통해 보다 진

화된 이미지 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인공지

능 스타트업인 매드 스트리트 댄(MAD STREET DEN)

은 이미지 태그 서비스를 메이시스(Macy′s)에게 제공

하고 있고, 2017년 루이비통 그룹의 ‘LVMH Innovation 

Award’에서 우승한 휴리테크(HEURITECH)는 SNS상

에서 공유되는 패션 이미지의 트렌드 정보와 자사의 옷

을 착용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분석한 정보를 

루이비통(Louis Vuitton),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등에게 서비스하고 있다(Fig. 8). 국내 ‘쓱(SSG)렌즈’나 

‘딥룩(Deep Look)’의 경우 빠른 정보 전달에 익숙한 사

용자들에게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저장한 패션 제품 

이미지를 즉각 인식하고 유사한 제품을 매치하여 판매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쇼핑의 편의성을 높이

고 있다(Lee, 2018)(Fig. 9). 

아마존의 에코 룩(Echo look)은 인공지능 시스템인 

알렉사(Alexa)를 통해 사용자의 음성과 착장 모습을 인

식하고 패션 스타일을 평가한다. 에코 룩은 사용자의 착

장 사진을 찍고, 현재 트렌드를 기반으로 핏, 컬러, 스타

일링에 대한 머신 러닝 결과와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의

견을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더 어울리는 것을 수치화하

여 보여준다(Fig. 10). 일본의 진스(JINS)는 사용자 눈과 

코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택한 안경의 어울림 점수를 매

겨주는 인공지능 시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

능 시착 서비스는 직원 5백 명의 얼굴 사진과 120종류

의 안경 종류를 합성한 총 6만 가지의 이미지를 3천 명

이 4단계로 평가한 결과의 딥 러닝 학습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학습 과정에서 평가 메뉴얼을 단순하게 규칙화

Fig. 6. Personal size profiling service. 
Reprinted from Fisher (2017).

https://www.harpersbazaar.com

Fig. 7. Digital size measuring. 
Reprinted from Kim (2018).

http://www.newsis.com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 맞춤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 사례 연구

– 355 –

하지 않고 직원의 판단에 의해 표정, 안색, 헤어스타일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도록 하였다(Fig. 11). 

나아가 구글(Google)이 발표한 코디드 쿠튀르(Coded 

Couture)는 인공지능 패션 스타일 서치를 넘어 창작 영

역인 개인 맞춤 디자인 제작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다. 

2018년 실용화를 발표한 코디드 쿠튀르는 패션 어플리

케이션으로 인공지능이 사용자 거주지의 기후, 생활 습

관, 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 스마트폰 데이터를 일주일간 

수집한 뒤 실루엣, 무늬,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개인 

맞춤화된 드레스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실용화하였

다(Fig. 12). 이는 기존 디자이너를 통해 수작업으로 이

루어졌던 트렌드 분석, 패션쇼 이미지 분석, 새로운 아

이디어와 영감 수집, 크로키 스케치 등을 인공지능이 

대신 하는 것으로 차세대 딥 러닝 알고리즘으로 주목 

받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활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결과이다.

IV. 분석 결과

패션 산업은 온라인상의 수많은 패션 스타일에서 사

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

치게 많다는 점을 추천 서비스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패션 스타일 

추천은 온라인과 가상공간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

여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 제품을 검색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한 디자인 개발 제작까지 다양한 시도

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필터링 기술을 기반으

로 살펴본 사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첫째, 협업 필터링 기술은 전통적 온라인 쇼핑몰이 

낮은 가격 순, 많이 팔린 순 등의 제품 판매 정보를 기반

으로 무작위로 제품을 추천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사용

자가 검색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스타일을 찾아서 제

시해주는 보다 진화된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협업 필터

Fig. 8. Heuritech tagging service. 
Reprinted from Zo (2018).

http://www.ktnews.com

Fig. 9. SSG.Lens service. 
Reprinted from Shin (2018).

http://cnews.fntimes.com

Fig. 10. Amazon echo look review. 
Reprinted from Saba (2017). 

http://www.aftvnews.com

Fig. 11. Virtual fit service and review.
Reprinted from 人工知能 ｢JINS BRAIN｣ 
開発プロジェクト[Artificial intelligence

｢JINS BRAIN｣ development project] (2018).
https://kazak.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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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ustom data dress service.
Reprinted from Ivyrevel (2017). https://www.youtube.com

Filtering Service

Fashion style recommendation process AI 
Advantage/

DisadvantageProblem
recognition

Information
search

Alternatives
evaluation

Purchase 
decision

ML¹) DL²)

Collabor-
ative

Potal Site
- product reco-

mmendation 
based on user/ 
item group

- move to pur- 
chase site

- similar style 
recommenda- 
tion 

○

- convenient 
comparison of 
similar styles

- cold-start prob- 
lem

Online Mall

SNS

Content
Based

Body Lab

- product reco-
mmendation 
based on user/
item profile

- style search 
based on
user body
shape

- evaluating 
user feed- 
back regar- 
ding size
and fit

- move to pur- 
chase page

- better size and
style recom- 
mendation

○
- improve size

and fit prob-
lems

Zara

Stitch Fix

SENSY - style search 
based on 
user prefer- 
ence

- evaluating 
product that 
matches to 
users closet

- check out us- 
ing AI monit- 
ors and appli- 
cations

○
- recommend st- 

yle that fits to 
preferenceFashion AI store

Collabor-
ative 

+
Content 
Based

Echo Look

- product and 
style recomme-
ndation based 
on deep learn- 
ing of user pro- 
file and fash- 
ion design att- 
ributes

- style search 
based on 
user/item
image

- evaluating 
virtual real-
ity images

- evaluating 
style in us- 
ers photo

- move to user- 
captured pro- 
duct purchase 
site

○ ○ - personal styling 
reviewJINS

Deep Look

- style search 
based on tag

- evaluating 
SNS ima- 
ges and 
postings

- new styles and
trends recom- 
mendation

○ ○ - explore new st- 
yles

Mad Street Den

HEURITECH

- user lifestyle 
search

- evaluating 
user images

- new design 
development ○ ○ - create customi-

zed styleCoded Couture

¹) ML: Machine Learning, ²) DL: Deep Learning

Table 2. Fashion style recommendation service features by filt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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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추천 서비스는 욕구 인지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필요

를 느끼는 스타일을 계속해서 찾아주고, 한 번에 가격

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색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상품 구매 단계에서 더 저

렴한 제품이나 함께 착용하기 적합한 연관 제품들의 추

천이 계속해서 이루며 전통적인 온라인 상품 구매 단계

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협업 필터링 추천은 사용자들이 검색하거나 

구매한 기존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Anderson(2008)이 지적한 비대칭적 쏠림 현상이 패션 

분야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새로운 패션 스타일이 트렌

드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

는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

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콜드 스타트 문제(Cold-start 

problem)의 극복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Cho & 

Bang, 2011). 이러한 점에서 협업 필터링 추천 서비스는 

유행이 대중화되기 전 초기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혁신 

수용자에게 스타일을 추천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 기반 필터링은 패션 스타일에 대한 프로

파일과 개인 프로파일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협업 필터링보다 개인화된 서비

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 기반 필터링

은 온라인 쇼핑에서 반품 사유의 70% 이상이 사이즈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Dishman, 2014), 정보 탐색 단계에서 체형을 주요 개인 

프로파일 항목으로 적용하여 피팅이 어려운 온라인 쇼

핑에서 사이즈 선택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으로 활용이 나타났다. 스티치 픽스와 자라 등은 빅데

이터에 기반한 개인 프로파일 분석으로 사용자에게 적

합한 스타일과 사이즈가 조합된 제품을 추천하고, 바디

랩과 조조타운 등은 디지털 체형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체형 맞춤 제품을 추천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체형 활

용 기술의 경우 여러 벌의 옷을 피팅하는 수고스러움을 

없애며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존

의 고가의 맞춤 제작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장 유지비

와 인건비 등을 절감하며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 분야에서 딥 러닝 기술에 의한 패션 스타

일 추천 서비스는 제품 추천과 더불어 사용자 착장 이

미지 평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 러닝의 

시각지능은 이미지 속의 색상, 패턴, 소매 길이, 목선, 

재질, 스타일 등의 각 속성을 자동으로 학습하고 태그

(Tag)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취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

호하는 속성과 새로운 속성을 조합한 새로운 패션 스타

일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사한 

스타일의 반복적인 추천이 아닌 현재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과 비슷하면서도 시즌 트렌드나 더 어울리는 디

테일이 적용된 신규 스타일 추천이 가능하다.

딥 러닝이 적용된 맞춤 패션 스타일 추천 기술은 욕

구 인지부터 구매 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에서 사

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메이시스와 같은 패션 기업과 루이비

통, 크리스천 디올과 같은 하이 브랜드들은 IT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높은 정확도의 스타일 태그 서비

스, 가상현실 어울림 평가 서비스 및 개인 맞춤 디자인 

제작 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 전환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딥 러닝 추천 서비스

는 퍼스널 쇼퍼와 스타일리스트 및 개인 맞춤 의복 제

작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까지 깊숙이 진입하며 인공

지능 기반의 패션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루

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패션 산업은 IT 기술과의 융합적 진보를 통해 인공지

능에 기반을 둔 고도화된 추천 서비스가 온라인 상품 

구매 각 단계마다 다양하게 적용되며 놀라운 진전을 보

이고 있다. 본 연구는 협업 필터링, 내용 기반 필터링 및 

최근 주목되는 딥 러닝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추천 시

스템을 활용한 개인 맞춤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 사

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의 

즉각적인 클릭, 구매 행동을 직관적으로 분석하여 유사

한 제품을 찾아주고, 내용 기반 필터링은 제품과 개인 

프로파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추천에 적용하며 

무한한 온라인 공간의 수천 가지의 패션 정보에서 사용

자가 좋아할 것 같은 제품을 선별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근 딥 러닝에 의한 시각지능은 개

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SNS 이미지를 통해 사

용자의 취향을 확인하고, 스타일, 컬러, 액세서리, 소재, 

패턴, 브랜드 등 시즌 트렌드 이미지를 학습하여 분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 착의 이미지의 어울

림 지수를 수치화하여 평가해주는 추천 서비스와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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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속성에 대한 태그를 생성하고 새롭게 조합하는 서비

스는 개인에게 특성화된 맞춤 패션 스타일 개발이 실용

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 맞춤 패션 스

타일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 욕구 

인지 단계부터 구매 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원하는 아

이템을 빠르게 검색하여 추천하는 서비스와 맞춤 사이

즈, 핏, 디자인을 선별하는 서비스가 융합되어 인공지

능이 새롭게 학습한 시즌 패션 트렌드와 개인의 고유한 

패션 니즈를 조합하여 새로운 패션 스타일 추천이 가능

한 창의적인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천 시스템은 

패션 트렌드나 아이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한다는 점

에서 사용자는 전체 정보를 살펴볼 기회를 박탈당할 수

도 있다. 즉, 추천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다수의 사용

자들이 좋아하는 정보만을 추천하고 소수의 취향을 반

영하는 정보는 감추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Pariser, 2011). 이러한 부작용은 창의

성과 다양성이 특히 존중되어야 하는 패션 분야에서도 

트렌드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

을 뿐 아니라, Kramer et al.(2014)에서 페이스북 연구진

이 발표한 것과 같이 추천되는 정보가 사용자의 감정이

나 취향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활동 분

야까지 인공지능에 의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서(Park, 2018), 향후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는 방대한 

트렌드 정보를 학습함과 동시에 정보의 편향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딥 러닝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과 디자

이너와의 하이브리드 연구를 통한 디지털 패션 디자인 

개발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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