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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이미지 인공지능 학습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세요!

수요기업 데이터가공목표수립

데이터 확보가능성 및

데이터 활용설계 맟 수정계획

인공지능 이미지학습

모델검증 및 수정

데이터 머신 리더블 변환

데이터 특성에 따른 모델 검증

데이터 분야별 테이블,보정 개선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모델 수립

데이터 컬럼,이산,집합

검수방안수립

수요기업 원하는 경우

검수실행 공인시험기관 테스트

Solution ｜ Product

가공계획수립 데이터전처리 데이터가공 머신러닝학습 가공검수



옷딜 데이터 랩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옷딜은 최상의 인공지능 기능를 제공합니다

모든 호스팅 사 호환

자체개발

데이터 자동 수집

인공지능

형태 예측, 자동 태깅

분류자동화

데이터 수집

국내외 모든 플랫폼

쇼핑몰,웹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오프라인데이터 변환

AI 학습데이터가공

로봇 MD

학습된 데이터 기반

선호도에 따른 상품추천

Solution ｜ Product



최초 상품을 셀렉하는

MD역할을 인공지능

이 대신합니다. 복잡한

상품통계와 추천 이제

인공지능에 맡기세요

당신의 데이터분류목적에

맞게 추가적인 빅데이터

수집 및 분류를 언제든지

쉽게 해드립니다.

기계학습과 코딩을 몰라도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데이터학습목표대로

원하는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Competitive Advantages｜ 차별성

복잡한 이미지라도 넣으면

이미지를 자동 분류를 통해

원하시는 대로 학습해서

자동분류를 실행해드립니다

Ai Md Big Data EasyData Image Ai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경쟁력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각각의 타겟에 맞는 상품을 노출하고 싶다”

“데이터에 근거한 상품 진열을 하고싶다”

3.

2.

“업계 트렌드를 한 수 빨리 내다보고 싶다”
1.

Problem ｜ Supply



7

AI 데이터 가공 기능 예시

Solution ｜ 옷딜 AI  demo

수요기업의 다년간 아이템데이터를활용해방문고객의성향에맞는선호하는아이템예측

수요기업의 IMAGE 데이터를활용해원하는유사이미지학습가능

수요기업의 IMAGE 데이터를활용해원하는분류의이미지학습으로이미지자동분류가능

수요기업의 고객및아이템데이터에맞춰서MD의행동처럼 기획전상품진열가능

수요기업의 업종및분야별로국내외해외인기상품예측가능

수요기업의 다년간 아이템및고객데이터를활용해 원하는데이터를자동매칭진열및검색가능



기업의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업무효율화와 광고배너 마케팅과 기획전에 활용하여 매출을 높여보세요

A기업 사용예시 : 매일 등록하는 메인배너이미지를 유행인기상품을 토대로 자동제작합니다
B기업 사용예시: 상품썸네일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저장됩니다.

C기업 사용예시: 국가별로 들어오는 사용자에 맞춰서 메인배너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Solution ｜AI Platform

Our ROBOTMD
Service 1

• 상품 및 컨텐츠를 인공지능으로 이미지제작, 마케팅 배너, 상품 배너, 기획전 배너 등을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Solution ｜AI Platform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주식회사 옷딜 비밀보안사항

Our ROBOTMD
Service 2

• 고객의 행동패턴분석( 조회,장바구니,구매,리뷰) 에 따른 유사 /관련/행동예측하는

상품 또는 컨텐츠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추천데이터 제공가능

A기업사용예시 : VIP사용자의 구매이력에 맞춰서 많이 구매할 상품을 예측해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천합니다



Solution ｜AI Platform

인공지능 이미지자동분류, 자동 정보입력
비정형 패션이미지 분류, 음식사진분류, 인테리어 등 사물 분류, 기타 이미지분류,

상품사진과 모델사진 분류 등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와 분류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옷딜 비밀보안사항

Our ROBOTMD
Service 

A기업사용예시 : 상품이 상의인지 하의 인지 구분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B기업사용예시 : 사진이 음식사진인지, 인물사진인지, 사진마다 정보를 입력하여 매칭합니다.

ROBOMD



Solution ｜AI Platform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라벨링
•고객이 필요데이터를 수집 또는 가공하여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학습데이터 분류,정제작업을 수행합니다

주식회사 옷딜 비밀보안사항

Our ROBOTMD
Service 

2,800,000 Data set



Company Introduction

ㅗㅅ디

Solution ｜ Product

Company          주식회사 옷딜

Incorporation     2015.06.15

Main business    소프트웨어개발

CEO                  최 윤 내



• 2015년 미래부 재도전 단계별 지원사업 소프트웨어분야 최종우수기업 1등선발됨

• 중소기업진흥원지원으로 3건의 RD AI연구개발로 기술보호 및 우수기술 입증됨

• 정부가 선정한 ICT분야 유망기업 K-GLOBAL 300기업

기업 인증

Competitive Advantages｜ 차별성



Competitive Advantages｜ 차별성

특허 및 수상이력

특허 등록 / 출원 내역 기술성 및 사업성 관련 수상 이력

2020년 3월 데이터 진흥원 인공지능 가공기업 선정

2019년 09월 산업통상자원부 스타일테크 기업 선정

2019년 04월 데이터진흥원 인공지능 가공 기업 선정

2018년 12월 데이터진흥원 데이터구매 바우처 우수기업선정

2017년 6월 K-SATRUP COMPETITION 장려상 수상

2016년 12월 문화융합 밸류업캠프 우수상 수상

2016년 10월 11회 디지털이노베이션 대상

2016년 05월 D캠프 020얼라이언스 우수 신생020 2위 수상

2016년 05월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2016 선정

2015년 12월 멘토링센터 데모데이 장려상 수상

2015년 10월 스타트업 챔피언십 리그 최우수상 수상

지식재산권명 진행상황 등록 및 출원번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류쇼핑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 10-2016-33824

전자거래 시스템 및 방법 출원 10-2016-172043 

기획 판매를 위한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구축하

는 시스템 및 그 방법
출원 10-2019-0051801

상품 카테고리별 추천 키워드 추출 방법 출원 10-2018-0016482

• 자체개발한 원천기술로 로봇MD와 취향 데이터 큐레이션 AI 기반의 특허등록 및 출원을 4건 확보함
• 2019년도 정부가 인정한 인공지능 가공기업 선정됨
• 특허 인공지능 기술모델로 기술/ 창업 관련 총 6건의 수상 이력 보유



4년간 누적된 패션 분야 240만개 및 각 분야 40만개의 총 280만개 데이터셋으로
4년간 연구를 거듭해온 고도화된 상품분류 및 판별 인공지능시스템 SW

2,800,000 Data set

패션
상품데이터
200만개

패션상품
이미지 데이터

40만개

각분야
이미지데이터

40만개

280만개의 데이터활용 AI시스템 및 라벨링 플랫폼 확보

Competitive Advantages｜ 차별성



Competitive Advantages｜ 보유기술

보유기술 세부내용

스타일 분석 기술
• 스타일 추천 일별 양방향 통합 예측 방안

• 스타일 및 사이즈 규격화 예측 방안

crawling 기술

• 쇼핑몰데이터 /이미지 cwarling 수집 및 가격비교엔진기술

• 1억1천건의 분류데이터 30MS 이내 처리 기술

• 시멘틱 검색 키워드 적중 시스템 기술

텍스트 마이닝 기술
• 텍스트 데이터의 주제 추출 및 유사도 계산

• 텍스트 기반 사용자 선호도 추출 방안

추천 시스템 기술

• 사용자 스타일 추천 방안

• 상황 기반 온라인 상품배치 추천 방안

• 상황 기반 멀티미디어 컨텐츠 추천 방안

AI 기술
• 이미지 기반의 알고리즘보유, 테스트경험보유

• 280만개의 데이터 축적 및 분류 경험

보유기술



Solution ｜ 상품자동연동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서비스제공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수집분류기술을 무료로 도입하세요
옷딜은 2018년 우수 바우처 기업, 2019 AI가공기업, 2020년 AI 가공기업으로 선정
되어서 우수한 인공지능가공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 상품자동연동

Ai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술서비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수집분류기술을 무료로 도입하세요
옷딜은 2018년 우수 바우처 기업, 2019 AI가공기업, 2020년 AI 가공기업으로 선정
되어서 최대 3억원까지 우수한 인공지능가공솔루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이 필요한 AI솔루션을 공급기업에서 제공해주도록 요청하고,
제공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
ㅇ (지원분야) 자유과제(모든 산업 분야) 
ㅇ (지원기간) 2020.09.01. ~ 2020.12.31.까지 (약 4개월)
* 지원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3억원 한도(총예산 560억원)



Solution ｜ 상품자동연동

바우처 지원 절차

문의 서류접수 발표 제품공급

• 옷딜은 데이터 가공 2018년부터 3년간 우수기업 선정되어서 평균 합격률 80%입니다
• 기업을 대신하여 전문 검수기관의 검수요원이 2일동안 검수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도가 높습니다
• 기술을 모르는 기업을 대신하여 데이터 바우처 기술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지원서류작성
• 사전업무협약

• 서류합격
• 발표진행

(기업1인, 옷딜1인 참여)
• 합격발표
• 계약체결

• 개발진행
• 평균6개월
• 기술 검수확인
• 제품 공급
• 유지보수1년

• 기술 상담지원



감사합니다 :)

㈜ 옷딜
대표 : 최윤내
연락처 :  010-3329-0237
이메일 :  otdeal@otdeal.net
회사주소:  서울시 마포구 창업허브 2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