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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란 타고난 신체색(피부색/머리카락색/눈동자색)과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개인 고유
의 색이다. 개인 이미지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지 연출 시 개인의 타고난 신
체 색에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으로 이미지를 연출하면 외적인 부분과 더불어 심리
적인 상승효과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 사고의 힘을 가지게 된다.1 또한 타인과 차별화되는 Personal Identity가
확립되어 심리적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퍼스널 컬러의 진단 결과는 주로 이미지 메이킹에 효과적으로 사용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개인의 신체 색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이 개개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며 개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어떠한 다른 수단보다 개개인을 판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용이하며 그 결과 또한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2
퍼스널 컬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퍼스널 컬러 분석 체계를 따른다면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만
족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쇼핑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퍼스널 컬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Warm/Cool base
1928년 미국의 색채학자 로버트 도어(Robert Dorr, 1905~1979, 미국)는 따뜻한 색(옐로우 언더톤)과 차가운 색(블루
언더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색채조화론을 발표하였고, 1941년 ‘Color Key Corporation of America’를 설
립하면서 컬러 하모니를 개발하였으며, 1992년 ‘Color Key Corporation of America’에서 저서 <컬러 키 프로그램>3
을 정리하여 총 860가지 색을 옐로우 베이스 430색, 블루 베이스 430색으로 구분하였다.
도어의 컬러 키 프로그램은 세계 모든 인종에게 적용 가능하다.4
2)사계절 타입 분류(seasonal color analysis)
독일 바우하우스의 교수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 1888~1967, 독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에서 모든
색채를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텐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개인이 쓰는 색상과 그들의 고
유한 신체 색(피부색/눈동자색/머리카락색)이 사계절 색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사람의 얼굴 피부색과 일
치하는 계절 이미지 색을 비교 분석했다. 이텐은 처음으로 색상 팔레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람의 고유
톤과 연결 지었으며, 각각의 컬러 유형을 계절 이름으로 지정했다.

1 홍미숙 (2005). 한국인의 퍼스널 컬러에 관한 연구 :20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p.7
Hong. M. S., 2005, Study on personal colors of Korean: focused on the age of twentie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 차호연 (2011). 국내외 퍼스널 컬러 진단시스템의 비교: 비색법을 이용한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Knapp, Renae, Dorr, Dee (1985); Beyond the Color Explosion: The Color Key Program. Rainy Day. ISBN 978-0961534608
4 Kefgen, Mary; Touchie-Specht, Phyllis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Macmillan.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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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명칭은 화장품 업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까지 화장품 업계에서 계절별 컬러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이텐의 패션 아카데미 수강생이었던 심리학자 캐롤 잭슨이 퍼스널 컬러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담은 서적 <Color Me Beautiful>을 발간하며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적절한 옷, 액세서리, 화장품 등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만들었다.5
3)PCCS 톤 체계6
PCCS 톤 체계는 파버 비렌의 색채조화개념도를 기반으로 1964년 일본의 색채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으로, 색채 조
화를 주목적으로 한 컬러 시스템이다. 이 체계는 톤의 개념이 도입되어 톤과 색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
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배색 조화를 얻기가 쉽다. 직접 눈으로 색을 비교할 수 있어 사용과 이해가 쉬우며 시각
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패션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색 공간(色空間, color space)이라는 단어는, 색 표시계(color system)를 3차원으로
표현한 공간 개념이다. 자주 쓰이는 색 공간체계는 가산혼합 방식이면서 웹 색상 표현영역인 RGB 색 공간과 감산
혼합 방식이자 인쇄과정에 사용되는 CMYK색 공간이 있고, 또한 시각 예술에 자주 사용되는 HSV 색 공간과 디지
털 표현 공간처리에 사용되는 CIE L*a*b* 영역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으로 색료 제작에서는 CMYK 좌표계가, 전자 디스플레이의 색광계에는 RGB 좌표계가, 사람의 색역 표현에
는 CIE L*a*b* 좌표계가 사용되고 있으나7 , 퍼스널 컬러 유형 분류에는 특화된 색체계 정의가 없는 상태이다. 또
한, PCCS 의 톤 구분 영역으로 사람의 고유 피부색(RGB, CMYK, CIE L*a*b*등의 N개의 색공간)을 mapping하는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관이나 학계에서 고유의 PCCS-색 공간을 연결해주는 컬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8 가 일부 진행 중이다.
Qfora는 색료 드레이핑 컬러팁 기반의 CMYK영역 진단(Offline) 과 디지털이미지 분석 기반의 RGB/CIE L*a*b*등의
혼합 영역 진단(Online) 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디지털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현장성이 반영된 색채 모
델, 조명 영향이 최소화되는(메타메리즘9 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검증 모델을 Build-up 중이다. 현재는 RGB, CIE
L*a*b*을 기본 색 공간을 기준으로 Online 방식의 퍼스널 컬러 진단 체계를 구축 중이며, 데이터에 성향/품질에 따
라 다른 색 공간영역 분석결과를 추가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5
6
7
8

David Burton (1984), "Applying Color", Art Education, US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37, JSTOR 3192794
PCCS 색체계 (color, 2007. 3. 10. 형설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Color space in wikipedia.org, https://en.wikipedia.org/wiki/Color_space
김용현, 오유석 ,이정훈 (2018), '퍼스널 컬러 스킨 톤 유형 분류의 정량적 평가 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2, No. 1, pp.121-132, DOI: https://doi.org/10.5850/JKSCT.2018.42.1.121
9 Metamerism, 두 가지 색이 어떤 광원에서는 같아 보이고 어떤 광원에서는 달라 보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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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S 특징은 ‘명도’와 ‘채도’의 복합개념으로, 톤으로 같은 색상에서의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다.
상기의 톤은 색이 특정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배색과 고려될 때, 색명을 정하는 표현의 경우에 적합하며, 명도와 채도
에 의한 기본 16분류, 색상계통 23분류, 톤에 대한 형용사를 붙여 117구분, 최대 230 분류구분까지 표시 가능하다.
Qfora의 대표 4개 세부 톤은 다음의 11 가지 세부 톤을 포함한다.
브라이트 톤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 비비드 톤
라이트 톤, 페일 톤

뮤트 톤

소프트 톤, 덜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 그레이시 톤

다크 톤

다크 톤, 딥 톤, 다크그레이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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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요소진단 기준
퍼스널 컬러 진단법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수잔 케이질(Suzanne Caygill,
1911∼1994)에 의해서 1940년에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으로부터 퍼스널 컬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개
발되었다 .10 또한 질감, 색상 대비 수준, 움직임 패턴, 얼굴과 몸의 특성 등도 계절 내의 기본 계절 유형과 세부 톤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2차 지표가 되며, 숙련된 전문가들은 계절적 그룹에 해당하는 선호도와 성격 유형까지
도 예측한다.
이와 같은 체계로부터 다음과 같이 그룹화 할 수 있다.

얼굴색 피부

Yellow Base

Blue Base

홍조 여부

홍조기 있음

홍조기 없음

자외선 노출 시 피부
태닝 정도와 회복기간

까맣게 타고 오래 지속

붉게 변하고 금방 돌아옴

자연머리카락 색상
눈동자 색상
피부 밝기 정도

밝은 브라운 계열

다크브라운 계열

브라운 계열
Bright Tone

블랙 계열
레드브라운 계열

Soft Tone

Deep Tone

머리카락 굵기 정도

가늘고 힘이 없다

굵다 뻣뻣하다

머리카락 윤기 정도

메마르다

부드럽다

[자가진단 퍼스널 컬러 데이터]

10 Color analysis (art) in wikipedia.org, https://en.wikipedia.org/wiki/Color_analysis_(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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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베이스

피부 색감

노란기/중간/붉은기

피부 홍조

강한/중간/약한

피부 윤기감

강한/중간/약한

모발 베이스

눈 베이스

모발 색감

노란기/중간/붉은기

모발 굵기

굵은/중간/가는

모발 윤기감

강한/중간/약한

눈동자 색감

노란기/중간/붉은기

눈의 대비감

강한/중간/부드러운

이미지 눈매

선한/시원한/깊은/또렷한

퍼스널 컬러 베이스(필수)

옐로우 베이스(웜톤)/블루 베이스(쿨톤)

퍼스널 컬러 계절타입(필수)

봄(Beads Spring)/여름(Pearl Summer)/
가을(Bronze Autumn)/겨울(Crystal Winter)

퍼스널 컬러 톤(필수)

Bright / Light / Mute / Dark

퍼스널 컬러 세부톤

브라이트 톤, 비비드 톤, 라이트 톤, 페일 톤, 소프트 톤, 덜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 그레이시 톤, 다크 톤, 딥 톤, 다크그레이시 톤
[오프라인 컨설팅 퍼스널 컬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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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의 색상 중 Qfora내에서는 수집되는 컬러를 총 275개의 기준 컬러로 표현한다(2018년 6월 5일 기준).
컬러군은 핑크,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브라운, 네이비, 그레이 계열로 구분되며 모든 컬러는 퍼스
널 컬러 타입 및 세부 톤을 가지고 있다. 기준 컬러는 퍼스널 컬러 타입 / 컬러 그룹 / RGB / 퍼스널 컬러 세부톤의
정보 값을 가진다. 기준 컬러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아래는 275컬러 중 일부이다.

[Color Index 테이블 예시]

2. 체형 및 스타일
키와 체중, 어깨와 가슴·허리·엉덩이 둘레와 다리길이 등 7가지 치수는 Qfora 핏스타일 판정모델에 의해 7가지
실루엣으로 판정된다. 체형 실루엣종류은 모래시계·역삼각형·삼각형·원형11 외에 직사각형·다이아몬드·트
릭모래시계 등을 추가하였다.

[7가지 체형]

11 https://en.wikipedia.org/wiki/Female_body_shape : Female shapes in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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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굴형
얼굴형은 헤어 스타일과 안경, 상의 목선(neckline), 쥬얼리 스타일링의 기본이다.
총 5가지 얼굴형(계란형, 긴형, 각진형, 원형, 하트형)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형태가 합쳐진 얼굴 형태도 표현할 수
있다. (예, 긴형+각진형)

[Color Index 테이블 예시]

4. 라이프스타일과 구매이력
선호 컬러 best 5
고객의 선호 컬러는 최대 5개로 규정한다. 후보 컬러는 큐포라의 드레이프 컬러 120색 중에서 5개를 직접 선택한
다. 비 정기적으로 자신의 선호 컬러는 변경할 수 있다.
선호 무늬 데이터
고객의 선호 무늬 데이터는 설문 방식, 구매 기록을 기반으로 수집된다.
수집되는 무늬 구분은 플라드 패턴(Foulard), 체크, 페이즐리, 알로하, 도트, 카무플라주, 기하학적 패턴 등 10여 개
로 이루어진다.
선호 브랜드
고객이 선호하는 뷰티‧패션 브랜드이다.
기타 라이프스타일 선호
그 외 회원의 라이프 스타일 선호는 립스틱 컬러, 액세서리, 메이크업 스타일 선호도 등이 있으며, 추가 삭제될 수 있다.
구매 이력
직접 구매뿐 아니라 큐레이션 또는 직간접 추천에 의한 구매 이력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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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의 구성
이와 같이 진단한 퍼스널컬러나 체형정보를 PI(Personal Information)라 한다. PI는 상기의 퍼스널 컬러, 핏스타일,
선호컬러, 선호이미지, 구매이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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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수집 기술

1. 스킨 PI 수집과 스마트캠
고객들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피부 임상센터 및 미용관리 센터에서 사용하는 피부상태 및 미적
평가 기준인 톤, 유분, 민감도, 주름, 거칠기 등의 5-Major index를 선정하여 Qfora 스킨 PI를 생성한다.
항목

관련 피부 특징 데이터

판정 구간

피부 현미경 영상의 평균 밝기

어두움 (0-315) -다소 어두음(429)-보통(502)다소 밝음(608)-밝음(1000)

유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된 피부 현미경 영상 중
threshold 이상의 값

적음(73)-다소 적음(265)-보통(413)-다소 많음
(787)-많음(1000)

민감도

피부 현미경 영상의 RGB영역 중 R의 평균값

둔감(0-181)-다소 둔감(363)-보통(454)-다소 민감
(636)-민감(1000)

주름

피부 셀 검출 영역에서의 주름 길이
피부 셀 검출 영역에서의 주름 깊이
피부 현미경 영상에서의 검출된 셀 개수
피부 현미경 영상에서의 검출된 셀 면적 평균

평균 이상(0-178)-다소 많음(283)-보통(353)적은 편(465)-매우 적음(1000)

거칠기

피부 셀 추출 영역 중 거칠기 선에 의해 계산된
평균 값

매우 깨끗(0-381)-깨끗함(541)-보통(725)다소 많음(870)-평균 이상(1000)

피부톤 밝기

※ 상기 0-1000의 수치 및 판정 구간은 한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함

(P&K 피부임상실험센터)
스마트캠을 통해 사용자의 피부값을 측정하고, 이 값은 Qfora 판별모델을 이용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진단된다. 측정된
PI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추천된 제품 큐레이션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

[스마트캠 이미지]

[스마트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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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캠을 이용한 PI수집 및 진단-결과 생성에 대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캠은 기본적으로 피부 현미경 역할을 수행하며, 약 X40~X100배율의 피부 이미지를 획득하여 앱이나 Qfora
플랫폼 상으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장치이다. Qfora 스킨 PI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약 10~12 단계의 고유
한 영상처리 단계를 거쳐 스마트캠으로부터 획득한 이미지를 처리하며, 각 처리 Step을 통해 특징 영역 및 해당 값
을 산출한다.
아래는 스마트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PI와 5- Major index 분석방안이다.
1. 주름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 주름 뼈대(wrinkle skeleton)를 먼저 주름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추출된 이미지로부터
가로, 세로, 직선 주름의 길이를 먼저 계산한 뒤, 대각선 성분의 주름 만을 남겨 놓고 이를 계산, 알고리즘은 우선
Y축을 스캔 하여, 3픽셀 이상의 직선 성분을 가지는 선을 도출 해낸 후, 이를 이미지에서 제거하여 분석하게 된다.
2. 거칠기
전처리 작업과 과분화 된 셀의 병합처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부 셀 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피부 셀 영역을 순
차적으로 라벨링하며, 라벨링된 셀의 외곽선 좌표 정보를 토대로 셀의 중심 좌표를 판단한다.
3. 유분
피부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 영상으로 변환한 후 수식 값을 통해 피부 유분 특징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4. 톤
피부 톤은 피부에서 보이는 픽셀의 밝기 수치를 의미한다. 피부 톤 특징을 검출하기 위해 원본 영상을 HLS 컬러
영역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HLS영상에서의 수식 값에 나타난 식을 통해 구해진 값, 즉 HLS중 L값들의 평균을 피
부 톤의 특징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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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감도
피부는 민감성이 높을수록 홍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외부자극에 따라 홍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영상에서 판단이 가능하다. 피부 영상의 RGB 변환 영역에서의 R값을 추출하여 그 값들의 평균을
피부 민감성 특징으로 사용한다.
5- Major index 분석과정은 실제 피부 속으로 진행되는 생태적 반응/분석 영역 범주인 in vivo12, in vitro13 형태는
아니지만, 차후 피부 임상센터 연계 및 고성능 피부 분석장치 연계 process를 통해 High-level PI를 생성시킬 수 있
다. 해당 기술 연계 시, 기능성 화장품 및 외부환경 자극에 대한 피부 상태 변화를 상세히 Tracing할 수 있으며, 전
문 연구 센터와의 기술적 교류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다.

Skin texture analysis
using 'SmartCam'
[7가지 체형]

[스마트캠을 이용하여 스킨PI를 획득하는 영역과 in vivo 영역으로 구분되는 영역]

12 생물체내 실험. In vivo in wikipedia.org, https://en.wikipedia.org/wiki/In_vivo
13 시험관내 실험. In vitro in wikipedia.org, https://en.wikipedia.org/wiki/In_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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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PI 획득을 위한 대표적 데이터 처리 과정 예시

(a) 스마트캠을 통한 이미지 획득

(b) 피부 조직 경계선 영역 획득

(c) 경계선 영역기반 주름 특징 추출 & 영역 추론

(d) 피부 조직단위 별 상대적 거칠기 추출

상단의 그림은 스킨PI를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처리하는 과정 예시를 나타낸다. (a)~(d)의 기본과정을 거쳐 피부
주름, 색감, 홍조, 윤기 등을 정량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Qfora 스킨 PI는 총 2000명의 표본 이미지를 수
집했으며, 이들을 스마트캠 측정 수치로 피부톤 밝기, 유분, 민감도, 주름, 거칠기를 0-1000 범위, 즉 상대적 Normalize된 값으로 구분한다. 스킨PI 획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histogram 누적분포 분석을 활용하여 피부 상태 판
별 threshold를 획득하였다.
또한, 기준치에 대한 threshold을 추출하기 위해, 20~50대 연령별 다양한 피부사진을 수집하여 근간 데이터로 활
용하였다.14 자체 보유한 데이터의 분포의 예를 아래의 그림에 첨부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고른 데이터 분포, 즉 스킨
PI 진단모델로써의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4 수합 주체 : 피부 임상센터, 측정 자원기기 50X skin dermoscopy devices (<Aramo-TS-T7; 4.0 Mega>), 측정온도 23 ± 3°C, 습도 5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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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ajor index 도메인별 검증 데이터 분포 예시]

전문가들은 크게 피부타입을 건성, 중성, 지성 등으로 나누며 각 피부 타입 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정의한다. 여러 가
지의 연구 방법들과 연구 추세, 전문가적 소견을 반영하여 피부 타입 별로 대표되는 특징이다

관심영역 내의 뼈대 이미지

텍스쳐 셀의 주름을 경계선으로 가지는 다각형 이미지에서 피부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단위 면적에서 많이 보이
고 조밀한 특징을 보이고, 피부 나이가 들수록 관찰되는 개수가 줄고 넓이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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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부의 정도는 PMDA (Polygon Mesh15 Detection Algorithm) 으로 셀의 개수 및 넓이를 측정하여 판정한다.

2. 체형, 얼굴형 및 스타일 PI 수집
Qfora 체형 PI는 오프라인 컨설팅, 온라인 직접입력 방식으로 구분된다.
오프라인 컨설팅
오프라인 컨설팅에서는 앞서 소개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의 핸디캡인 넓은 어깨, 처친 어깨, 굵은 팔뚝 등
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온라인 직접입력
온라인상 회원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아래의 PI가 수집된다.
회원이 판단하는 상체 사이즈: 33,44,55,66,77,88,99
회원이 판단하는 하체 사이즈: 33,44,55,66,77,88,99
회원 선호 이미지: feminine, modern, natural, sporty, vintage
향후 모바일 앱 등에서 사이즈 측정 모듈을 통해 신체의 주요 치수를 얻을 수도 있다.

3. 라이프스타일과 구매 이력 PI 수집
라이프스타일과 구매 이력 수집은 고객이 직접 입력하거나 퀴즈를 통해 선택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고, 파트너 상거래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수집하며, 스마트미러와 스마트캠을 이용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획득할 수 있다.

15 3D 형상을 다각형의 망사 형태로 표현하는 것. https://en.wikipedia.org/wiki/Polygon_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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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스널 컬러 진단 모듈 (PCA; Personal Color Analyzer)
Qfora의 퍼스널 컬러 타입은 온라인 진단과 오프라인 진단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진단 방식은 본 백
서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얼굴의 각 부위에 조화로운 고객의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기 위한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Qfora 모듈이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에게 얼굴 사진을 얻는다.
2. 얼굴의 영역 분리를 위해, 모바일에서 획득한 영상의 전처리 및 배경 분리 작업을 수행한다.
3.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Face Landmark16 의 feature point들을 획득한다. 일반적으로 face Landmark는 안
면전체영역, 눈동자영역, 코영역, 입술영역, 눈썹영역, 모발영역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feature point들은 이에
대한 영역으로 mapping이 가능하다.
4. Mapping된 영역기준으로 안면, 눈동자, 코, 입술, 눈썹, 모발영역 등에 대한 고유컬러를 획득한다.
5. 영역 고유컬러 별 매칭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색을 최종 퍼스널 컬러로 활용한다.

[5-Major index 도메인별 검증 데이터 분포 예시]

Face landmark를 획득하기 전, 고유의 영역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카메라 영상 개선 기법을 적용하였다. 다
양한 기종으로 촬영 될 수 있는 모바일 카메라 영상에서 face landmark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획득한 영상
을 보정해야 한다. 촬영 장치 혹은 촬영 자세 등의 문제로 일부 특정한 부분에 치우쳐서 밝기가 고르지 않거나, 색
에 대한 특성을 추출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처리 작업을 통하여, 스
마트폰 촬영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영상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Illumination처리17 , Contrast stretching응용18 , CLAHE19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 상에서 수행하여 얼굴 영역이 정확
하게 구분 될 수 있도록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16 Celiktutan, O., Ulukaya, S., & Sankur, B. (2013). A comparative study of face landmarking techniques. Eurasip Journal on Image and Video
Processing, 2013(1), 1-27. https://doi.org/10.1186/1687-5281-2013-13
17 밝기 조정
18 (명암의 분포를 옮김). Normalization in wikipedia.org, https://en.wikipedia.org/wiki/Normalization_(image_processing)
19 (Histogram을 균일화 시켜 contrast를 향상시킴). Pizer, S. M., Johnston, R. E., Ericksen, J. P., Yankaskas, B. C., & Muller, K. E. (1990).
Contrast-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Speed and Effectiveness Stephen M. Pizer, R. Eugene Johnston,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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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HE step for Real-time image processing]

[전처리 영역 보정 결과 예시]

26

qfora

상기의 전처리 영역 보정 결과 예시를 살펴보면, 원본 이미지 대비 기본 illumination 처리와 CLAHE 알고리즘을 적용
한 이미지가 얼굴 부분의 색감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준다. 퍼스널 컬러를 추출할 때, 전처리 영역이 잘 보정
된 사진은 퍼스널 컬러가 더욱 정확하게 수집된다. 전처리 보정이 끝난 고객의 얼굴 이미지에서 얼굴의 핵심 영역인
face landmark를 추출한다. Face landmark의 key point들은 일반적으로 color histogram 분석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모발, 안면, 눈동자, 입술 영역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Color histogram의
값이 비슷할 경우, face landmark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영역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face landmark영
역의 추출을 위해서 영상의 Template matching20 , Bayesian modeling21 등의 기법과, C++기반 Dlib을 혼합하여 모
발, 안면, 눈동자, 입술 영역 등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22 을 적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face landmark를 인식하는 과
정 흐름에 대한 데모를 나타내며 실제 APP에 적용되었다.

[Face Landmark 인식 프로세스]

20 원본 이미지에서 특정 이미지를 찾는 방법 . https://en.wikipedia.org/wiki/Template_matching
21 베이시안 확률에 기반한 추론. https://en.wikipedia.org/wiki/Bayesian_inference
22 https://www.pyimagesearch.com/2017/04/03/facial-landmarks-dlib-opencv-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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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소 Lab값은 RGB로 변환되고 컬러즈 표준 인덱스 값과 비교하여 웜/쿨의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퍼스널 컬러 톤 추출 예제]

2. 얼굴형 진단 모듈 (FSA; Face Shape Analyzer)

얼굴형은 크게 계란형, 둥근형, 각진형, 긴형, 하트형 등의 대표적인 형태로 구분된다. Qfora의 앱은 카메라를 통해
얻은 고객의 얼굴을 이용하여 5가지 형태로 얼굴형을 자동 진단해 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의 얼굴형 진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Qfora 모듈이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에게 얼굴 사진을 얻는다.
2. 모바일에서 획득한 영상에서의 배경 분리 작업을 수행한다.
3. 영상처리를 통해 얼굴의 shape영역를 추출하고 얼굴의 여러축 길이를 pixel단위로 도출한다.
4. 축들의 비율과 최종적으로 얼굴형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 모델로 최종결과를 도출한다.
1의 과정은 face landmark 추출 과정과 같다. 배경분리작업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얼굴형 진단에 필요한 고
객의 이미지가 배경과 차분화되는 속성을 먼저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파악한다. 배경이 얼굴 영역 추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배경 분리 없이 직접 얼굴형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얼굴 전면 이외의 뒷배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 Automatic GrapCut23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배경을 차분화 할 수 있다.

23 Rother, C., Kolmogorov, V., & Blake, A. (2004). “GrabCut”: interactive foreground extraction using iterated graph cut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23(3), 309. https://doi.org/10.1145/1015706.1015720
Maximization, E., & Clustering, C. (2015). Automatic GrabCut color Image Segmentation Based on EM Algorithm 1,2,3 LI Xiao-qi, (Iccmcee),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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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영역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GrapCut알고리즘 적용 예시]

배경차분화가 이루어 졌다면, dlib library으로 검출된 face landmark point들을 장축/단축 기준에 맞추어 pixel 단위
로 필요영역을 추출한다. 또한, 검출된 장/단축 기준의 비례검증을 위해 정확한 검출정확도를 가지는 Explicit Shape
Regression(ESR)24기법을 적용하여 2차 검증한다.

[얼굴영역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GrapCut알고리즘 적용 예시]

24 Cao, X., Wei, Y., Wen, F., & Sun, J. (2014). Face alignment by explicit shape re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107(2), 177-190.
https://doi.org/10.1007/s11263-013-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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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이미지로부터 퍼스널 컬러 톤 추출 예제]

3. 체형진단 모듈 (BSA; Body Shape Analyzer)
체형은 크게 모래시계형, 트릭모래시계형, 삼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 형, 직사각형, 원형 등 7가지의 대표적 형
태로 구분되어 진다. Qfora는 카메라를 통해 얻은 고객의 전신모습을 찾아내어 체형을 자동 진단해 주는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상기의 체형 진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Qfora 모듈이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에게 일부 or 전신 사진을 얻는다.
2. 모바일에서 획득한 영상에서의 배경 분리 작업을 수행한다(필요 시).
3. Body segmentation DCNN25 을 활용하여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얼굴 등의 영역을 획득한다.
4. 획득된 신체 영역별 여러 축의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체형 진단을 결정한다.

[체형 분석 영역 및 결과 도출 예제]
25 Rother, C., Kolmogorov, V., & Blake, A. (2004). “GrabCut”: interactive foreground extraction using iterated graph cut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23(3), 309. https://doi.org/10.1145/1015706.1015720
Maximization, E., & Clustering, C. (2015). Automatic GrabCut color Image Segmentation Based on EM Algorithm 1,2,3 LI Xiao-qi, (Iccmcee),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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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egmentation을 위해 많은 기술들이 연구되어 왔다. Qfora APP의 체형진단에서는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얼굴
들의 영역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Semantic segmentation DCNN26 모델을 사용한다. 여기서 Semantic이란 사람이
인지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데, 각 픽셀이 어떤 영역의 일부인지를 판단한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영상처리 부분에서 encoding 기술이나 Bag of Words(BOW)27 기술들은 이미지의 특정 영역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었으나 Semantic 정보 추론에 약점이 있었다. 최근 4~5년간 deep learning 이 화두에 떠오르고
computation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body segmentation에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Body segmentation DCNN디자인}

[Body segmentation 예제. 1열: test image, 2열: Ground Truth, 3열: 신체 영역추론 결과 ]

26 Long, J., Shelhamer, E., & Darrell, T. (2015).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for semantic segmentation. 2015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3431–3440. https://doi.org/10.1109/CVPR.2015.7298965
27 (문서내 word분포로 문서를 분류하는 기법을 이미지 영역에서 활용) https://en.wikipedia.org/wiki/Bag-of-words_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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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스널 컬러 검증 모듈(PCV; Personal Color Validator)
고객 PI 퍼스널 컬러 타입과 비교 대상 퍼스널 컬러 타입의 적합도 reference table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고객 PI

세부톤

대상 퍼스널 컬러 타입

세부톤

적합도

Beads Spring

bright

Beads Spring

bright

100%

Beads Spring

bright

Beads Spring

light

80%

Pearl Summer

mute

Pearl Summer

light

80%

Pearl Summer

mute

Pearl Summer

mute

100%

…

…

…

…

…

Crystal Winter

bright

Bronze Autumn

mute

45%

Crystal Winter

bright

Bronze Autumn

dark

30%

Crystal Winter

bright

Crystal Winter

dark

60%

Crystal Winter

bright

Crystal Winter

bright

100%

※ 상기 기술된 적합도는 임의 값으로 실제 적용과는 다를 수 있다.

5. 패턴 검증 모델 (PFV; Pattern-Fit Validator)
패턴 검증은 회원의PI와 스타일 아이템의 패턴을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의 무늬인지 판정한다.
입력된 패션 아이템은 영상 분석을 통해 주요 컬러, 이미지, 무늬 등을 추출하고, 이 값은 고객 PI에 입력된 퍼스널
컬러 타입, 선호 이미지, 체형(실루엣), 선호 무늬, 권장 무늬와 비교하여 적합도를 0-100% 로 판정한다.
1. 먼저 Qfora 모듈이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에게 일부 or 전신 사진을 얻는다.
2. 사진에서 패션 아이템 영역을 추출한다.
3. Pattern segmentation기술을 이용하여 패션 아이템의 주요 무늬를 판정한다.
4. 고객의 퍼스널 컬러와 패션아이템의 무늬 정보로부터 스타일 적합도를 판별한다.
5. 검출된 패션 아이템과 패션 아이템 별로 검출된 pattern semantic정보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적합도를
검출 한다.
1에서는 기존의 체형 진단시에 사용된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고, 1에서 획득한 고객의 사진을 이용하여 패션 아이템,
즉 고객이 착장한 아이템 영역을 영상적으로 추론한다. 이 추론은 두 가지 기술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고객의 이
미지를 여러 조각 단위로 판별하여 object 영역을 구분하는 Boundingbox 추출 기술, 두 번째는 고객이 취한 pose
를 유추하여 해당 영역을 의상 아이템과 mapping하는 기술이다.
두 기술을 융합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이 착장한 패션 아이템 영역을 판별 할 수 있다. Feature 추출은 CaffeNet CNN
process28 (7 fully connected, 4096 dimensional)을 사용하였다.

28 https://github.com/BVLC/caffe/tree/master/models/bvlc_reference_caf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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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와 feature영역 예측을 이용하는 스타일 아이템 추출기술 흐름도}

[패션 아이템 segmentation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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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검출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영역을 기준으로 아이템간의 pattern을 분석한다.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Deep filter bank29
를 사용하여 패션아이템이 가질 수 있는 무늬를 probability로 추론한다.
Feature는 linear filter bank, local binary pattern (LBP)30 , SIFT31 (128 dimensions), CNN(VGG-M, VGG-VD, 512 dimensions)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단계적인 BoVW(Bag of Visual Word)32 형태로 만들어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Deep filter bank
의 검출결과를 응용하면, paisley나 zigzag 패턴, knitted 패턴등은 약 80% 이상의 검출 정확도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패턴 검출 정확도가 낮지만 의상에 자주 등장하는 dot 패턴 등은 차후 다른 버전에서 약 80% 이상의 자동
검출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패션 아이템 pattern을 Deep filter bank로 추론하는 예제}

29 Cimpoi, M., Maji, S., & Vedaldi, A. (2015). Deep filter banks for texture recognition and segmentati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5 IEEE Conference On, 3828-3836. https://doi.org/10.1109/CVPR.2015.7299007
30 http://www.scholarpedia.org/article/Local_Binary_Patterns
31 http://www.scholarpedia.org/article/SIFT
32 Yang, Y., & Newsam, S. (2010). Bag-of-visual-words and spatial extensions for land-use classification. Proceedings of the 18th SIGSPATI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 GIS ’10, 270. https://doi.org/10.1145/1869790.186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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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filter bank의 패턴 영역 검출 정확도 비교}
고객 PI, 체형 분석결과, 착용 의상 및 패턴, 의상 색상 등을 추론, 검출 결과를 세분화하고 이를 Qfora PFV reference table
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고객 PI
(PCA)

Beads
Spring

체형 분석 결과
(BSA)

착용 의상
(PFV)
T-shirt
Pants

Standard
Shoes
…

bag
…

착용 의상 패턴
(PFV)
Dot pattern
Plat pattern
Jeans
Plat pattern
shoes
Leather pattern
…

착용 의상 세부 색상
(PFV)
Beige

(상기 기술된 적합도는 임의 값으로 실제 적용과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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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blue

적합도

최종 스타일
score

100%
80%
90 %

White

80%

Dark brown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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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시어지앱
Qfora의 컨시어지 앱은 지금까지 소개된 수집과 진단, 검증 기능이 축약된 앱으로, 고객의 PI를 수집하고 수집/분석
된 PI를 기반으로 하여 뷰티·패션 스타일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컨시어지 앱은 다
음과 같은 흐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 Qfora 컨시어지 앱 내의 사진촬영 기능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고, 고유한 퍼스널 컬러 + 얼굴형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에게 APP상으로 알려줄 수 있다.
2. Qfora 컨시어지 앱 내의 사진촬영 기능을 통해 전신 스타일을 촬영하고, 1에서 분석된 결과와 선호 이미지+체형
+선호/권장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스타일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1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APP상
으로 알려줄 수 있다.
다음은 컨시어지앱의 전체 동작 흐름이다.

Step1:

Step1:

Customer’s image
without outfit

Customer’s image
without outfit

Qfora Concierge
App

Sending
output
Personal color analyzer

Face shape analyzer

Body shape analyzer

Style-Fit analyzer

Extract
face region

Extract
face region

Extract
outfit outline

Predict & analyze
each fashion items

Divide
each face landmark

Remove
background

Remove
background

Extract
specific color using
landmark points

Extract outline

Detect
personal color
<qfora_color(x)>

Classify face shape
<qfora_face(x, y, z)>

Detected
Personal color
information

Detected
face shape
information

Deep+Inference
base PI
decision models

Determine
the style suitability
using customer’s PI
<qfora_fit(x)>

Predict
each body part

Pattern-Fit analyzer

Validate personal color
using Qfora’s ruleset
<qfora_color_validate
(qfora_color, rules)>

Classify body shape
<qfora_body(x1,…, x7)>
Predict & analyze
each fashion items
Detected
Body shape /
Style suitability /
Pattern suitability

Step1 output

Step2 output
Model update

Predict & analyze
each item’s pattern

Determine
the pattern suitability
using customer’s PI
<qfora_pattern(x)>

Validate Total Style
using Qfora’s ruleset
<qfora_concept
(qfora_fit, qfora_pattern)>

[Qfora 컨시어지 앱 전체 동작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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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미러
스마트미러는 가상메이크업, 스타일 진단등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스마트미러는 전면거울 형태이며, 전면 display는 21~64인치까지 view가 가능한 구조이다. 내부의 카메라모듈 및 적외선 센서, 거리 감지 센서는 사람이 스마
트미러 앞에 위치하였을 때 퍼스널 컬러 진단, 스타일진단, 패션/메이크업 아이템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컨시어지앱 뿐만 아니라 Qfora의 대부분의 앱이 탑재 가능하다.

[스마트미러를 구성하는 HW제공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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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러를 통한 서비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모바일앱은 이기종 기기와 다양한 환경에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때문에 획득 데이터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
나, 스마트미러는 실내 패널 설치 장소에 따른 주변 환경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영상 분석의 신뢰성이 높음
2.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므로 체형 분석 결과 등의 신뢰도가 모바일앱보다 높음
3. 스마트미러를 통해 매장 내 제품 바로 적용 가능
Q-point reward

Structured / unstructed
Data stream

Beauty Mirror

Gateway

Guest profile/
Sensor data /
collect & sender

Guest image
Sensor data

Qfora Blockchain

Mirror
configuration
controller

Interface Layer

Stream transition

PI update & stacking notification

Qfora analysis server

Interface Layer
Model
deploy
Personal color analyzer

Face shape analyzer

Body shape analyzer

Style-Fit analyzer

Extract
face region

Extract
face region

Extract
outfit outline

Predict & analyze
each fashion items

Divide
each face landmark

Remove
background

Remove
background

Extract
specific color using
landmark points

Extract outline

Detect
personal color
<qfora_color(x)>

Classify face shape
<qfora_face(x, y, z)>

Detected
Personal color
information

Detected
face shape
information

Model
deploy

Determine
the style suitability
using customer’s PI
<qfora_fit(x)>

Deep+Inference
base PI
decision models

Pattern-Fit analyzer
Classify body shape
<qfora_body(x1,…, x7)>
Predict & analyze
each fashion items
Detected
Body shape /
Style suitability /
Pattern suitability

Step1 output

Step2 output

Validate personal color
using Qfora’s ruleset
<qfora_color_validate
(qfora_color, rules)>

Predict
each body part

Model update

Model update

Predict & analyze
each item’s pattern

Determine
the pattern suitability
using customer’s PI
<qfora_pattern(x)>

Validate Total Style
using Qfora’s ruleset
<qfora_concept
(qfora_fit, qfora_pattern)>

[스마트미러를 통한 PI모델 누적 및 Qfora 블록체인 보상과정 흐름도]

상기의 과정은 스마트미러를 통한 PI 모델 누적 및 Qfora 블록체인 보상과정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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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러와 Qfora 생태계가 순환하며 동작하는 step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미러를 사용하는 guest로부터 얼굴이미지 및 전신 이미지를 제공받는다. 얼굴 이미지와 전신이미지는 스
마트미러 display상에서의 guideline에 맞추어 촬영된다. 촬영 시,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수합하여 GW 서
버로 전송한다.
2. 전송된 이미지와 각종 센서데이터(정형/비정형)는 GW서버를 거쳐 Qfora 분석 서버로 전송된다.
3. 컨시어지앱의 처리 과정과 유사한 흐름으로, 퍼스널 컬러, 얼굴형 분석, 체형 분석, 스타일 분석 등을 단계적으
로 수행 한 후 guest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준다.
4. Guest는 진단받은 결과를 열람한 후 분석에 대한 만족도와 분석 정확도를 입력한다. 이 정보는 Qfora 분석 서
버로 전송된다.
5. Feedback을 수신한 Qfora분석 서버는 PI 결정모델(Deep learning model)을 업데이트하고 PI의 업데이트 사실
을 Qfora의 토큰 생태계로 전송한다.
6. 토큰 생태계에서는 PI가 누적되었으므로 보상(Quroz)을 guest에게 전달한다.
스마트미러 체형 분석은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면, 측면 등의 다양한 자세를 예측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pre-processing을 거쳐 신체와 스킨PI를 얻는 과정에 대해 나타낸다.

[전처리와 전, 후, 옆면 사진을 활용하여 인체영역별로 특징을 얻는 예제]

전송된 이미지 및 각종 센서데이터,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는 서버 내의 storage에 저장될 수 있다. 분석이 끝난 guest
의 PI자료를 토대로 AI나 큐레이터가 화장품 및 제품에 대한 큐레이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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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주권을 본래의 소유자인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 데이터의 권리와 권한, 활용에 대한 모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탈중앙화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적용하게 된 동기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데이터와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Qfora 플랫폼의 흐름을 기
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할 데이터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해 사용자 시나
리오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Token flow를 설명하고자 한다.

Entity 정의
먼저 Qfora 플랫폼의 구성원은 일반 사용인 User와 실제 UI가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hird Party로 나눌 수 있다.
1. User
사용자는 Qfora 플랫폼에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커뮤니티 멤버이다. Third Party가 제공하는 또는 Qfora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뷰티·패션 데이터를 자신의 식별자를 포함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활용하
는 주체이다.
1-1. Data Owner (=Data Creator)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Data Owner 라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정보나 핏스타일, 선호컬러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ata Owner 는 Qfora 플랫폼이 제공하는 입력폼에서 직접 자신의 정보
를 입력하거나 데이터 제공 기능이 포함된 Third Party 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용자는 Qfora 플랫폼을 통해 인증되었을 경우에 Data Owner
로 인증된다. Data Owner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수정, 삭제 권한이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활용되었을 경우 보
상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 Data Consumer
Data Consumer는 주로 일반 사용자이기보다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뷰티·패션 브랜드는 사업 영위를 위해
Qfora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타겟 마케팅을 위한 식별자 정보가 포
함된 전체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제공되지 않는데 Qfora 플랫폼 외부에서 데이터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fora 플랫폼은 Third Party에서 구축된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혹은 필요한 부분 외의
데이터필드가 제거된 채로 제공될 수 있다.
1-3. Service User
Service User는 Third Party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Qfora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다. 데이터 제
공이나 사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Third Party의 서비스 자체가 주가 되며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자
연스럽게 뷰티·패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된다. PI 데이터로 타겟마케팅 기능이 구현된 화장품 마켓
플레이스가 좋은 예이다. 이 앱에서 Service User는 타겟마케팅으로 데이터를 일정 부분 이용하는 동시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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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매 이력, 서비스 로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Third Party (Application)
Third Party는 User가 Qfora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취하는 주
체이다.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서비스에서부터 뷰티·패
션 데이터를 추천 기능 등에 연동하는 확장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여 또 다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를 생산해내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다음 기능들은 독자적으로 개발되기도 하고 여러 기능이 하나의 서비스내에서
존재하기도 한다.
2-1. Data Collect App
Data Collect App은 Data Owner가 Qfora 플랫폼의 다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Data Owner의 입장에서는 data creation 기능이 되고 Qfora의 입장에서는 data를 수집
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받는 형태의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IoT 등 더 많은 정보 수
집이 가능한 장비에 접목되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Qfora 팀이 개발
중인 Third Party App인 Qrazy 미러의 경우 사용자의 퍼스널 컬러 정보나 신체 정보 등 사용자 스스로 알아내기 힘
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Data Collect App은 각각의 식별ID가 존재하며 정보가 최종적으로 승인
되어 블록체인에 저장된 경우 식별ID가 태깅되고 이후 그 데이터가 활용될 때 비용을 분배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용자와 보상받는 비율은 Qfora 팀에서 초기 설정을 할 예정이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되어질 수 있다.
2-2. Data Consume App
Data Consume App은 사용자에게 Qfora 플랫폼의 뷰티·패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프
론트엔드의 유저인터페이스 편의성을 높여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계정보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뷰티·패션 브랜드가 주 소비 대상이며 소비자의 목적을 예상하고 서비스를 만
들 수도 있으나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때 소비되
는 데이터의 부가가치는 소비자와 분배하여 가지게 되며 그 보상 비율은 Collect App과 마찬가지로 Qfora팀에서 초
기 설정을 하게 된다.
2-3. Data Refining App
Data Refining App은 다른 Third Party를 위해 Qfora 플랫폼에 존재하는 뷰티·패션 데이터를 가공하여 추천이나 기
타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Qfora데이터로 저장한다. Data Refining App이 제공하는 가공된 데이
터를 통해 다른 Third Party 앱이 추가적인 개발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oken Flow and Process
Qfora 플랫폼에서 Token Economy는 데이터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Token의 흐름을 데이터의 흐름과 맞물
려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기로 한다. Qfora 플랫폼은 큰 맥락에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다룰 수 있다.
각 형태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함께 동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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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Submission Process
데이터를 Qfora 플랫폼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실제 저장하기 전의 모든 검증 과정을 포괄한다. 이 프로
세스 안에서 Data Submission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완료 시점에는 토큰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Data Submission Process만 독립적으로 놓고 볼 때 토큰의 흐름이 실제 발생한다고 할 순 없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미래
에 보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어떤 주체들이 어떻게 보상이 분배 받는지를 명확히 결정짓게 된다. 데이터 수집 프로
세스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는 Data Owner를 확정하는 Identification, Qfora 네트워크에 이미 해당 식별자가 존재할
경우 연동 문제를 결정하는 Authentication, 그리고 저장할 데이터가 Qfora 플랫폼이 요구하는 최소 요구사항을 만
족하는지 확인하는 Verification이 있다.
1-1. Data Owner Identification
데이터 제공자인 Data Owner의 신원을 확인하고 블록체인 계정과 연동(연결)하는 절차이다. Qfora 플랫폼에 저
장된 뷰티·패션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Data Owner에게 있으며 데이터가 활용되면 받게 되
는 보상의 주체이기도 하다. Data Owner가 연동되지 않더라도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Qfora 데이터로
저장이 가능하지만 보상을 분배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Data Owner Identification은 Qfora 플랫폼에서 구성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블록체인과 연동되지 않은 Data Owner Candidate는 사용자 인증 App을 선택하여 자신의 정보를 업로드한다.
이 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은 Qfora 플랫폼의 룰에 따라 해당 App과 보상을 함께 분배하는 조건에 합의함을
가정한다. App은 Data Owner Candidate가 업로드한 사용자 식별정보의 완전성과 중복성을 Qfora 플랫폼에 검
토 요청한다. 이 때 앱의 기능에 따라 아래 언급될 Data Authentication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Qfora Offchain
은 부가적으로 식별자 정보가 있지만 Data Owner가 확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실
을 알려주어 Data Owner Candidate와 인증되지 않은 식별 정보를 연동할지 판단하게 한다. 이후 저장된 최종
데이터의 Hash값을 추출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에 업데이트하게 되며 App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block
confirmation 여부를 확인 후 Data Owner Candidate가 Data Owner로서 자격이 획득되었음을 알려준다.
1-2. Data Authentication
Data Authentication은 식별자가 있지만 Data Owner로부터 직접 인증되지 않은 데이터의 실제 연동 과정을 의미
한다. 블록체인 도입 전에 생성된 사용자 데이터는 모두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Qfora 플랫폼은 식별 정보가 있
다 하더라도 Data Owner와 연동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완전한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는다. 기존에
뷰티·패션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이 대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할 경우 이 데이터의 활용은 식별자정보 등을 제외
한 통계 정보 등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인증되지 않은 데이터임을 구매자가 알 수 있게 한다. 즉, Qfora Offchain
에 저장은 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에 최종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이다. 사용자의 Identification과 데이터 저장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별정보로 기존 데이터를 확인하여 연동이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사
용자는 이 데이터를 자신과 연동할 지 혹은 버릴지를 선택할 수 있다. Qfora 플랫폼에서 데이터는 반드시 Data
Owner가 인증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보상과 분배절차가 가능하다.
1-3. Data Submission with Verification
Qfora 데이터는 Data Owner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에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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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저장된다. Data Owner가 직접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Data Owner가 있을 경우 즉시 Data
Authentication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인증되지 않은 채 저장될 수 있다. Data Submission은 반드시 Data
Verification 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최종 완료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과 유사하나 로그나 구매 이력 등 간접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최종 컨펌 과정은 생략되어질 수 있다.
Data Verification은 사용자가 제공한 Data가 Qfora 플랫폼의 데이터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특정 App 또는 Datatype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최소요구사항과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보통 사용자가 데이
터를 직접 입력하게 되는 경우 등 데이터 불완정성을 포함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용자 인증시 등록될 데이
터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뷰티·패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Qfora 플랫폼이 그 Type을 정의한 PI가 있지만 생태계
내 다른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Datatype을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Type이 요구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 이미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Qfora 오프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에 업데이트된다.
2. Data Consume Process
Data Consume Process는 Qfora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 지불, 보상을 획득하는 전 과정
을 다 포함한다. Qfora 데이터는 Data Owner가 각 데이터에 식별자로 연동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Data Owner가 연동
된 식별 가능한 데이터, Data Owner와 연동되지 않은 식별 가능한 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는
Qfora 플랫폼에서 취급하지 않고 식별자가 없는 데이터가 업로드 요청되더라도 저장되지 않는다. Data Owner가 연동
된 식별 데이터의 경우 Data Owner가 다른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에 대한 Permission 여부 및 그 범
위에 따라 사용자와 앱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2-1. Data Permission
Data Permission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pp이 Qfora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데이터가 사용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요
청한 App이 데이터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칭한다. Qfora 데이터는 반드시 Data Owner의
식별정보가 있어야 하며 식별정보가 없을 경우 Qfora 데이터로 저장되지 않는다. Data Owner가 연동되었을 경우
Data Owner의 결정에 따라 데이터 사용 유무가 결정된다. 데이터 사용을 허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뷰티·패션 데이터의 활용 타입별 여부
-통계나 추천 데이터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직접 노출 여부
-데이터 노출 시 필터링 범위
Data Owner는 위 기준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허용된 정보만 활용될 수 있다. Data Owner가 연동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고 가정하나 식별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App 측에서는 API를 요청한 App의
Meta data에서 데이터 활용이 허용한 앱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요청한 API의 종류로 Data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2. Data Consume
Data Consumer는 사용하는 App에 서비스를 요청한다. App은 해당 서비스가 Qfora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Qfora 플랫폼에 API로 요청을 한다. 그러면 Qfora 오프체인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 블록체인에 허
용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한만큼 있는지 확인하며 동시에 전달 받은 이더리움 Account의 계좌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
하다. Permission 단계를 통과한 경우 Qfora 오프체인은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Hash값을 스마트 컨트랙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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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해 Data를 원상복귀하고 App에 전달한다. 그 Data를 이용해 Data Consumer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Data Hash를 전달하는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Payment를 반영하고 Data Consumer가 제공한 비용을 Data Consume App, Data Provide App, 그리고 Data Owner가 분배받도록 Balance를
업데이트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소비에 도움을 준 구성원들이 Q-Point로 보상을 받게 된다.
3. Data Refining Process
Data Refining Process는 Qfora 플랫폼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공, 변형시키거나 트레이닝시켜 Data Consumer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에는 Third Party가 바로 사용자가 되며 App
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유용한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Data 가공을 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경우 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더리움의 Gas 비 외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 단 새로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불이 된 경우 그 비용을 Data Owner와 분배하여 보상받게 된다. Data
Refining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량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때 Qfora 플랫폼이 초기에 구축
한 오프체인 저장공간을 일정한도 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용량에 따라 정해진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4. Data Type Creation Process
Qfora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뷰티·패션과 관련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다. Qfora 데이터의 한 종류로 Qfora 팀은 PI라는 Datatype을 만들었다. PI는 Qfora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추
진하는 서비스인 Stylefora와 Qrazy 미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PI는 Qfora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예시로 Qfora 플랫폼 위에 가장 먼저 올라와 테스트될 것이다. Data Type Creation Process를 통해 Third
Party는 뷰티·패션에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Datatype을 정의하게 된다. Datatype은 Data의 형태와 타입, 최소한
요구되는 데이터를 룰로 정하며 기존에 정의된 다른 데이터 필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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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Entity와 Process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User

Creator

Consumer

Refining User
(Third Party)

Third
Party

Collect App

Consume App

Refining App

Submission
process

Data Keeper

Qfora
Platform

Reﬁning,
Type Creation
process

Consume
process

Smart Contract

Secured
Cloud
Storage

블록체인

[스마트미러를 통한 PI모델 누적 및 Qfora 블록체인 보상과정 흐름도]

Quroz and Q-Point
1. Token Specification
Qfora 플랫폼에는 Quroz와 Q-Point 가 존재한다. Quroz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ERC-20 규약에 따라 스마트 컨트
랙트 안에서 발행이 되며 따라서 지급, 구매, 전환 등의 모든 프로세스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
진다. Quroz는 fiat currency나 기타 다른 코인과 교환이 가능한 토큰으로 외부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
다. Qfora는 Quroz와 별도의 Q-Point를 발행하고 관리한다. Q-Point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은 아니나 Quroz와
1:1 교환이 가능하다. Qfora 플랫폼 내부에서 Data Owner나 Third Party로서 생태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도 Q-Point
를 획득할 수 있다. Qfora 플랫폼에서는 둘 다 fiat currency와의 거래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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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roz Pool
Quroz Pool은 토큰의 통화 관리와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정인데,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오직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Qfora 팀을 포함한 어떤 주체도 직접 토큰을 인
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fora 플랫폼은 초기 Quroz 토큰 발행 시 Reserve의 분량을 전체의 40%로(30%는 교환
용, 10%는 가격안정용) 책정해 놓았다. 10%의 가격안정용은 토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보상 비율을 높여
가격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이 Reserve로 할당된 토큰은 모두 Quroz Pool에 속하게 되며 토큰 기반 생태계를 유지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Quroz Pool의 핵심 역할은 Quroz와 Q-Point 간의 교환과 토큰의 가격 안정성
및 생태계의 유지이다. Quroz와 Q-Point간 교환은 오직 Quroz Pool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Qfora 플랫폼은 데이터
제공을 통한 생태계의 기여나 구매가 발생했을 시 일정 분량을 구매 비용에 비례하여 Quroz Pool에서 추가 지급하여
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책정된 보상비용의 10%가 추가지급되며 4년동안 매년 2%씩 줄어들며 5년 후부
터는 2%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Quroz Pool의 Quroz 토큰이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Qfora 팀은 Quroz Pool을 통해 다른 코인이나 토큰 대비 Quroz 토큰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Q-Point 거래 및 지급이 많아지는 것은 Qfora 플랫폼에서 참여하는 구성원이 많아지고 생태계가 활성화되었다는
반증이다. 보상량과 정책에 비례하여 Quroz Pool에서 Quroz가 빠져나가게 되지만 그에 따른 수요도 늘어나 Quroz
토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Quroz Pool에서 Quroz가 줄어드는 것은 토큰의 가치가 오른다
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 유지를 위한 인플레이션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찾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Qfora
팀은 그 인플레이션의 방식에 대해 초기 설정을 제공하게 되나 시장의 흐름과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그 정도를 조
절할 수 있도록 합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3. Q-Point, Quroz의 상호교환
Q-Point와 Quroz는 상호교환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즉, Q-Point에서 Quroz로의 변환과 Quroz에서 Q-Point로 전
환하는 두 가지 교환 모두 가능하며 그 비율은 1:1이다. Qfora 생태계에서 지불 수단은 Quroz와 Q-Point 2가지가
존재한다. 보상받은 Q-Point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자란 부분은 Quroz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상받은 Q-Point를 fiat currency 확보를 목적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다. Quroz에서 Q-Point를 교환할 때 지불한
Quroz는 Quroz Pool로 Deposit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동일한 양의 Q-Point가 발행되어 교환자에게 입금된
다. 반대로 Q-Point에서 Quroz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하는 만큼의 Q-Point가 소각되며 Quroz Pool
에서 그만큼의 Quroz가 인출되어 교환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Q-Point에서 다시 Quroz로 교환하고자 할 때에 한하
여 Q-Point 획득 시점으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그 이후에 교환이 가능해진다. Q-Point는 이렇게 교환하
는 방식도 있지만 생태계 기여를 통해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도 지급이 된다. 이 때 보상으로 지급된 Q-Point에는 감
가상각이 반영이 되나 Quroz로부터 교환된 포인트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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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Point 감가상각
Qfora 플랫폼에서는 구성원의 참여 및 기여에 따라 Q-Point 지급을 보상으로 하는 토큰이코노미가 존재한다. 보상은
데이터 구매자가 지불한 Quroz와 Quroz Pool에서 제공되는 보상 비용이 합쳐져 발생하게 되는데 Q-Point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진다. 따라서 실제 보상되는 Q-Point는 구매자의 지불비용보다 많게 되는데 이는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장치이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장치로 Quroz Pool에서 발행된 Q-Point에는 감가상각이 존
재한다. 즉 감가상각이 적용된 Q-Point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체적으로 소각이 된다. Q-Point는 3개월 단위로
감가상각되며, 사용자가 3개월 내에 일정기준 이상의 기여도를 수치로 보여준다면 Q-Point를 쓰지 않더라도 감가상각
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t = Q3M+(1-d)Qt-1
: 시간 t 에서의 Q-Point의 총합. t는 3개월 단위로 갱신됨

Qt

Q3M : 최근 3개월내의 획득 포인트
Qt-1 : 3개월 이전의 포인트
d

: 감가상각 비율

Qt은 측정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포인트가 감가상각된 총량과 최근 3개월간의 포인트의 합으로 계산한다.
d×Qt-1 은 측정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감가상각된 포인트를 말한다. 감가상각은 고객의 등급별로 다르다.
Qfora는 VVIP, VIP, normal등 3개의 고객등급을 가지며, 이러한 고객 등급은 추후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고객의 등급
별로 기준 감가상각 비율이 다르며 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고객 등급

VVIP class

VIP class

Normal class

기준 감가상각율 (D)

0%

5%

10%

d=0

if UC≥ CC

UC
d = (1- CC
)×D

if 0≤UC < CC

UC : 사용자의 기여도
CC : 기준 기여도
D : 기준 감가상각률
예를 들어, D가 10%인 Normal class 의 사용자라도 최근 3개월간 기준 기여도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 d = 0이 되고
기존 사용자의 포인트는 모두 보존된다. 사용자가 기준 기여도의 절반만큼 활동을 한 경우 d = 0.5 × 0.1 = 0.05 가
되어 기존 포인트는 5%의 감가상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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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ward
Qfora 플랫폼의 API/SDK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때마다 정해진 과금 정책에 의해 Quroz 또는 Q-Point
를 지불하게 된다. 데이터 사용비는 요청하게 되는 데이터의 등급과 양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데이터의 보
상을 받을 구성원은 그 사용비와 Qfora 플랫폼의 추가 보상비를 합하며 분배를 받게 된다. 보상을 받게 되는 주체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스마트 컨트랙트에 업데이트 등 저장이 필요한 경우 Gas비가 추가적으로 일정
량 소모된다.
- Data Owner
- Data Owner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사용한 App
- 데이터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App
- 저장공간을 제공한 주체
제공된 API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은 차등되지만 저장공간을 제공한 주체와 Gas 비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Data Owner와 Third Party App이 나머지 비용을 분배하게 되며 그 비율은 Qfora 팀이 초기에 세팅
을 하지만 이후에는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도 있다. 보상은 Q-Point로만 지급되며, Quroz로 지불이 된 경우에는 내
부 전환소를 통해 자동으로 Q-Point로 변환되어 보상이 지급되며 언급된 감가상각 규칙에 따라 기간별로 일정량이
소모된다. 따라서 Q-Point는 그 기간 내에 활용되거나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 또는 유예기간을 거쳐 Quroz로 다
시 교환하는 것이 권장된다.

Qfora Architecture

Users

Application
Layer
(third party)

Default
Web

Access Layer

DApp

IoT
Sensor

SDK/API

Service Layer

Qfora Network

Smart Contract

Storage Layer

Secured Cloud Storage

Blockchain

[Qfora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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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orage layer
Qfora 플랫폼에서는 자주 사용되거나 용량이 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공간을 Secured Cloud Storage
로 구성된 오프체인에 둔다.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키값이나 주요정보를 분산원장에 저장하게 된다. Qfora 플
랫폼에서 활용될 데이터는 허가된 사용자 이외에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Secured Cloud Storage를 구성하고 저장공
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Qfora 플랫폼은 Data Keeper 모듈을 통해 Secured Cloud Storage에 접근하며, Data Keeper는 데이터의 암호화, 저
장, 접근제어 등을 담당한다. Storage에 저장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저장경로 또한 인덱스화되어 직접적인 접
근을 불가능하게 한다. 데이터의 종류별로 저장위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 특징에 따라 저장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Qfora data로 분류되어 Secured Cloud Storage에 저장한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의 퍼블릭 데이터(보상 기록 등)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기타 식별화정보가 없거나 불완전한 데이터 등은 암호화하지 않고 별도의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Quroz 및 Q-Point 정보 및 거래내역은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데이터의 활용, 구매 트랜잭션 등 금융적 성격을 지닌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사용자의 서비스 로그와 빅데이터 분석데이터는 Qfora 플랫폼의 별도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2. Service layer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Gas33를 소모하여야 한다. Third Party가 활성화될 경우 앱이나 IoT 기기
를 통해 빈번한 트랜잭션 호출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Qfora 플랫폼은 Service Layer에서 Qfora Network와
스마트 컨트랙트로 분리된 모듈을 구성하였다.
Qfora Network에는 수정 가능성이 높은 로직, Secured Cloud Storage 로직, Gas 비용소모가 높을 수 있는 로직들로
구성된다. Qfora Network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요청을 처리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당 요청을 전송하는
로직을 통해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구성되는 로직은 토큰 트랜잭션, 볼록체인 데이터저장, Quroz와 Q-Point 간 전환, 신규 사용자등
록, 데이터의 접근권한 변경 등으로 구성된다. 토큰 트랜잭션은 지불/결제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트랜잭션
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에 트랜잭션 데이터를 저장할 시 그 양에 비례하여 Gas가 소비되므로, 저장할 데이터는 최소한
의 사이즈로 압축되어 효율적으로 저장되도록 한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 요청이 오면 해당 데이터들은 압축되고 스마
트 컨트랙트를 통해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이후 복호화되어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다.

33 https://steemit.com/ethereum/@tomshwom/ethereum-gas-how-i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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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cess layer
Third party는 반드시 Qfora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SDK를 통해서만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제공하는 API
는 REST API 방식을 따르는데 제공하는 API/SDK 사용 시 요구되는 데이터의 등급, 호출횟수에 따라 과금될 수 있
고 기간에 따른 할인금액이 제공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과금은 Quroz 또는 Q-Point를 통하여 지불하게 되는데
IoT 기기의 특성상 빈번한 호출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과금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Java와 Python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차후 지원 언어를 오픈소스화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4 Application layer
Application Layer는 Qfora 플랫폼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공, 활용하는 User Interface를 가진 모든 Third party
서비스를 지칭한다. Application Layer는 Qfora 플랫폼이 제공하는 SDK/API를 통해 블록체인에 접근하므로 블록체
인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API/SDK는 Qfora 플랫폼에서 관련된 문서를 제공할 예
정이다. Qfora가 보유하고 있는 뷰티캠, 뷰티미러, 스마트미러 또한 Application Layer에서 플랫폼의 SDK/API를 통
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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