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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분야 중 생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GAN 이후에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술과는 다른 점이
있다. 공학적 측면에서의 생성이 주로 정량적 지표나 정답과 오답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미술적 측면에서의 생성이란 다양한 관
점에서 정답과 오답을 교차검증하고 의심하여 세상과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생성을 만들어낸다. 본 논문은 딥러닝의 비디오 생성능력
을 콜라주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미술작가가 만든 결과물과 비교하였다. 실험의 특징은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창작자의 결과물을 GAN
이 얼마만큼 재현하는지와 창작적인 부분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고, GAN의 재현력에 대한 성능 평가항목을 만들어 그 만족
도를 조사하였다. 창작자의 스테이트먼트와 표현목적을 얼마나 재현했는지에 관한 실험을 위해서는 스테이트먼트 키워드에 해당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찾아 그 유사성을 비교하였으며, 실험결과 GAN은 콜라주 기법을 표현하기에는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연상에서는 인간의 능력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GAN의 추상화 생성 측면에서 인간과 비견할만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견이라고 하겠다.

Abstract

In the field of deep learning, there are many algorithms mainly after GAN in research related to generation, but in terms of 
generation,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art. If the generation in the engineering aspect is mainly to judge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quantitative indicator or the correct answer and the incorrect answer, the creation in the artistic aspect 
creates a creation that interprets the world and human life by cross-validating and doubting the correct answer and incorrect 
answer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is paper, the video generation ability of deep learning was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llage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made by the artist. The characteristic of the experiment is to compare and analyze how 
much GAN reproduces the result of the creator made with the collage techniqu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reative part, and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level by making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for the reproducibility of GAN. In order to experiment 
on how much the creator's statement and purpose of expression were reproduced, a deep learning algorithm corresponding to the 
statement keyword was found and its similarity was compar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GAN did not meet much 
expectations to express the collage technique. Nevertheless, the image association showed higher satisfaction than human ability, 
which is a positive discovery that GAN can show comparable ability to humans in terms of abstract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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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딥러닝중에서 GAN(진짜같은가짜를생성하는 Genera- 
tor)은 미술기법 중하나인콜라주(collage)와 유사한 면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생성하는 StyleGAN, 미래를
예측하여 비디오를 생성하는 video-to-video, 스케치를 하
면실사와같은이미지를생성하는 pix2pix 등이이에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콜라주란 물감이외의 재료인 헝겊, 잡
지, 기사, 나뭇조각, 상표 등을 캔버스에 붙여 화면을 구성
하는 기법을 뜻한다. 사회풍자를 담아내거나 감상하는 사
람에게 시각적, 심리적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등 초현실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콜라주 애니메이션(Collage Ani- 
mation) 역시 콜라주적 기법을 영상이라는 매체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주요 작가로는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헨리다거(Henry Danger), 유지니아롤리(Eugenia Loli), 조
주바 엘루자(Joseba Elorza), 안드레 베르가민(Andre Ber- 
gamin), 휴고 바로스(Hugo Barros), 이이남(Lee-Nam Lee)
등이 있다.

그림 1. 롤리 팝(콜라주 애니메이션)(그림출처: https://www.youtube.com/ 
watch?v=py6g9gBDSC4)
Fig. 1. Lollipop(Collage Animation)

그렇다면 미술적 표현으로서의 콜라주는 왜 GAN과 유
사성이 있을까? 그것은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
다고볼수있는데창작자가만드는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등은 창조적 생성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감성과 이성적 사고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감성과 이
성의 균형 잡힌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논
문은 창작자의 목적의식이 담겨있는 스테이트먼트 키워

드(Statement Keyword)를감성적요소로보고딥러닝알고
리즘키워드를이성적사고로간주하여서로간의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새로운비디오생성모델을추론해보고자한다. 실험
방법은 콜라주 기법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의 작품 이

미지와 스테이트먼트 키워드를 분류한 뒤 GAN 알고리즘
들의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성능의
평가는 작가의 생성목적이 담겨있는 스테이트먼트와 표현

기법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의 정
도는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실험에 사용된 알고
리즘 성능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기술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알고리즘은 Photo-2-Video, Pix2pix, Style GAN2,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 등이며 사람이 만드는 콜
라주는영상제작편집에 VEGAS를사용했으며, 직접그린
이미지와 Photoshop을활용하여이미지제작및가공을하
고 GIF애니메이션도 함께 구현하였다. 

II장에서는관련연구및차별성과콜라주평가항목을소
개하고 III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콜라주 성능을 분
석, 고찰하며 IV장에서는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서술하
면서 마무리한다. 

Ⅱ. 관련연구

1. 연구동기

딥러닝중특히 GAN은학습을통해세상에존재하지않
는이미지나비디오를창조적으로생성한다는이유로인해

종종 미술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비교하는 글이나 관련 연

구를 볼 수 있고(CAN[1]), 높은 가격에 미술시장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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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곤 한다. 2019년에 소더비 경매 시장에 행인의 기억
I(Memories of Passerby I)이라는 미술작품이 4만 파운드
(약 6,000만원)에 판매되었다[2]. 본 연구의 동기는 과연

GAN은미술창작자와비견할만한성능을보일수있느냐
는의문으로부터시작되었고 GAN의생성능력중특히비
디오 생성 능력과 관련하여 콜라주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로는 pix2pix[3], 
Pix2Pix HD[4], Video-to-Video Synthesis[5], CycleGAN[6], 
StyleGAN[7], World-Consistent Video-to-Video Synthesis[8],  
Photo-2-Video[9],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10]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Photo-2-Video, Pix2pix, 
Style GAN2,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에 대하여 내
용파악을하고 III장에서실험을통한콜라주성능의분석
적 고찰을 하였다.

2. 콜라주 평가 관련 기존 연구 소개

콜라주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콜라주는 GAN과 유
사한 면이 있는데 GAN의 성능 평가방법으로 FID[11], 
IS[12], precision and recall[13]등이 있다. FID는 인셉션 네
트워크의 중간 레이어에서 특징을 가져와 이를 활용하

고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에서 얻은 특징의 평균

과 공분산을 비교하는데 FID는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낸다. 하지만 단점으로 pre-trained된 이미지와 다른 경우
특징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고, pre-trained 된 이미지가
아닌 경우에는 많은 샘플들을 학습시켜야 특징을 포착

할 수 있다.
그리고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경우 제한적인

통계량(평균, 분산)만으로는 분포의 차이를 잘못 설명할
수 있다. Inception Score(IS)는 GAN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진짜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
는지)와 diversity(다양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지)를 고려
한다. IS가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낸다. IS는 높은 엔트로
피를 가져야 좋은데 실제 샘플 대신 생성된 이미지를 사

용해 계산하고, 클래스 당 하나의 이미지만 생성하면 다
양성이 낮더라도 성능을 잘못 나타낼 수 있는 단점이 있

다.

III. 실험을 통한 콜라주 성능의 분석적 고찰

1. 본 연구의 차별성

위의선행연구를통해 GAN의성능을평가하는것은가
능하나 콜라주 기법을 재현하는 GAN의 성능평가를 하기
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AN이
콜라주기법을재현하는데필요한평가항목을별도로만들

어 실험하고자한다. 딥러닝 중특히 GAN은미술 기법중
하나인 콜라주와 유사성이 있는데 아직은 인간이 만든 콜

라주작품과비교해 여러 면에서부족한부분이 많고 특히

비디오생성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본논문에서는 창작
자가 만들어낸 콜라주 작품을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하여

평가항목을만들고생성과관련된여러알고리즘을실험대

상으로 해서 인간의 능력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GAN을미술적담론의대상으로보고 그가
치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치는 인간의능력에
못 미치는 GAN의생성능력을 콜라주 측면에서 확인하였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가의스테이트먼트 키워드와 평
가항목을 제안함으로써 GAN의 생성 능력 향상을 기대하
는데 있다. 

2. 콜라주 평가항목

콜라주평가항목이란콜라주표현의주요한요소를평가

항목으로만들어 GAN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목적을가
진다. 평가항목은 콜라주에 담겨있는 철학적 의미와 표현
기법, 그리고창작자의스테이트먼트를기준으로작성하였
으며평가하기난해한개념적요소(기존가치의부정, 실존
주의, 사회풍자등)는가능한한배제하였으나콜라주로대
변되는창작자스테이트먼트키워드를최대한반영하는평

가항목이 되도록구성하였다. GAN이 목표로 하는 콜라주
수준의 목표 및 성능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색조(색상, 명도, 채도)의명료성: 생성한이미지가창
작자가원하는색조에얼마만큼도달했는지를뜻한다.

2) 질감의확실성(차이점): 창작자의의도에맞게객체별
질감을제대로표현했는가의평가(객체별질감을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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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3) 조화(화면의구성력): 생성된이미지가얼마만큼조화
롭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한다.

4) 독창성, 창조성: 스스로 학습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의
정도(Meta learning과 유사), 인간 개입의 최소화

(Autoencoder)의 정도
5) 작가의스테이트먼트(스테이트먼트키워드의실현정
도): 창작자의작품제작의도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에 대한 평가

6) 데페이즈망(본래 성격의물체를맥락이다른 것과 합
성, 재배치하여 기이한 만남을 통해 주는 충격 효과): 
합성한 이미지를 통해 느끼는 충격 또는 감동 정도의

정량적 수치

7) 연쇄반응의정도: 생성한 이미지를 보고 사용자가연
상할 수 있는 이미지의 정도

8) 모사력(모방 또는 모방을 통한 창조): 얼마만큼 합성
을 잘했는가를 뜻하는 합성 능력

9) 리얼리티(실제성):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은 실제 감, 
더나아가실재보다더실제같은포토리얼리티(photo 
reality)에 대한 평가

3. 콜라주 평가방법

평가방법은설문지를통해평가대상이미지를실험자에

게 보여주고 어느 정도 콜라주 평가항목에 도달했는지를

확률(%)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평가대상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술가의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예술가의 작품을

재현한 이미지 또는 비디오로 나누었다. 그리고합성된결
과물인지인간이만든창작물인지모르는블라인드상태에

서조사하였다. 실험대상자는성인일반인(50명)과예술전
문가로구성된 (사)미디어아트협회회원(50명)을대상으로
하였다.

4.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와 딥러닝 알고리즘의 비교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Artist’s Statement)란 작가가 자
신의작품을 소개하기위해쓰는글을뜻하는 것으로자신

의 작품에대한정보를정리하고보는사람에게 제대로된

정보를통해이해할수있게설명하는데도움이되는것을

뜻한다. 따라서 스테이트먼트란 작품관(作品觀) 또는 작품
을 제작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이러한 스테이트먼트와 유
사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이를 딥러닝 평가 기준

의 요소로 활용하였다. 

4.1 스테이트먼트 키워드와 딥러닝 키워드 비교 분석 (조
형래 아티스트의 사례) 

4.1.1 생성력
생성이란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담은 기법과 매체와 함께 결과물을 뜻하고, 생성력이란 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적 요소를 말한다. 딥러닝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Dreamer, 
World-Consistent Video-to-Video Synthesis의 비디오생성
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Multi-SPADE 블록, 어떤 새로운
X를 만들어내는 Generative model인 VAE(Variational 
Auto-Encoder), Generative Model(학습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학습데이터가가지는실제와 같은 분포에서표본화

된 값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 GAN이나
AutoEncoder 등에서얻어지는잠재벡터 z 등을들수있다.

4.1.2 한 개체의 다양한 모습
어떤현상이나객체를표현할때그이면에 있는다양한

모습을 찾아 보여주는 것으로 편협 되거나 획일화되는 것

을 경계한다. 딥러닝에서는 GAN의 diversity(다양한 이미
지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Inception 
Score, AI의 편향(차별, 윤리)에 대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
한다. 

4.1.3 데페이즈망(depaysement), 초현실주의, 우연, 꿈
데페이즈망은 초현실주의로 대표되는 기법의 일종이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전혀 다른 상황이나 환경
에 옮겨 놓는 표현 방법이다. 이는비합리적인 잠재의식 또
는 꿈과 같은 무의식을표현하거나어울리지않을것 같은

낯선 풍경을 연출하여 감동을 주는 것을 뜻한다. 딥러닝에
서는월드모델에서꿈을시각화하는 MDN-RNN 구조, 직
접 관측되는 변수가 아닌 관측된 데이터의 모델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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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론하는 변수인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등이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5. Face Image Motion Model (Photo-2-Video)

그림2의 (a)는 입력 동영상을 보여준다. 각 데이터 세트
의 (b)의첫 번째행에는 소스이미지가 표시되고. 맨아래
행에는 입력 동영상에서 전송된 모션과 소스 이미지에서

가져온 개체가 포함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뜻한다.

(a)입력 동영상 (b)상단: 소스 이미지, 하단: 생성 비디오
그림 2. 기존 Photo-2-Video 구동 모습(그림출처: https://github.com/tg- 
bomze/Face-Image-Motion-Model)
Fig. 2. Existing Photo-2-Video operation

5.1 실험방법
얼굴합성의경우일반적으로소스이미지는사진이미지

(구상 이미지)를주로 사용하는데 Photo-2-Video를 활용한
본실험에서는구상적이미지와반추상적이미지[14]를소스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사전 훈련된 Face-Image-Motion- 
Model을 활용하여 그림3(a)의 정사각형 비디오(mp4)와
(b),(c)의 그림이미지(소스 이미지)를 각각 업로드 하였다. 
사진은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모션과소스 이미지가 합성
된 노래하는 생성 비디오를 제작하였다. 

    

(a) (b) (c)
그림 3. (a) 입력 동영상, (b) (c) 소스 이미지
((a)그림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svgSy3rRVw)
((b)그림출처: https://www.instagram.com/p/CAKwYnyHPZb/?igshid=67 
c9l4ygljdu)
Fig. 3. (a) the input video, (b) (c) the source image

5.2 실험결과
5.2.1 문제점과 보완점
생성된비디오를분석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을확인하

였고 보완점을 예측 및 제시한다.
1) 소스 이미지와 입력 동영상의 얼굴위치나 방향이서
로 비슷해야 합성이 잘되고, 입력 동영상에서 얼굴이
미지가화면을 벗어난경우얼굴 랜드마크 검출(facial 
landmark detection)을 하지 못해 이미지가 뭉개지는
현상이발생하는데그림 4의 (a) 생성비디오는얼굴랜
드마크검출이가능한영역안에서동작하는모습이고

(b)는그영역을 벗어나동작하는경우로 얼굴의형체
를 알아보기 힘든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객체 감지 알고리즘으로 물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빠른 속도로 찾아내는 영역제안[15]

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b)
그림 4. 생성된 비디오 (a) 좌: 입력 동영상, 우: 생성 비디오, (b) 좌: 구동
비디오, 우: 생성 비디오
Fig. 4. Generated video

영역제안방법을적용하여그림 5와같이입력동영상의
얼굴이 사라져도 얼굴 랜드마크 검출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하였으나 원본이미지(그림3의 c)에 비해 블러링(Blurring)
되는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a) (b)
그림 5. Mask R-CNN을 추가한 얼굴 랜드마크 검출 실험 (a) 입력 동영상
(b) 생성 비디오
Fig. 5. Face landmark detection experiment with Mask R-CNN added 

2) 생성비디오(그림6b)는머리에쓰고있는꽃과같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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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유사한경우에는얼굴이움직일때머리에쓴꽃

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꽃을 배경으

로 간주하는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
기위해 Pix2pix HD에서 Semantic labels를 Cityscapes 
street views로 바꿔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처럼
사용자는 Input labels에서자신이분리하고싶은객체
를 정하여 합성이미지(소스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배경과분리된생성비디오가동작할것으로예측

한다. 그림 6의 (a)는 pix2pix HD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이고하단은본논문에서제안하는인터페이스모습

으로 (c)는 얼굴 이미지와 배경을 분리하는 라벨이고
(d)는 분리가 적용된 합성이미지이다.

3) 해상도 사이즈가 256*256만가능하고 고해상도 비디
오의 생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상도를 높이는 방
법으로 Pix2pix HD에서 포토리얼리즘과해상도향상
을 위해 사용한 multi-resolution pipeline(라플라시안
피라미드)[16]을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의 생성이 가

능할 수 있다. Pix2Pix HD의 경우는 Coarse-to-fine 

Generator와 Multi-scale Discriminators를 거친 비디오
의해상도는 2048x1024까지가능하며그이상을원한
다면 네트워크 스케일(Network scale)을 늘리면 된다. 

5.2.2 콜라주 성능평가 만족도
평가방법은설문지[18]를통해평가대상이미지를실험자

에게 보여주고 얼마만큼 콜라주 평가항목에 도달했는지를

확률(%)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평가대상물은두가지로예술가의작품과 Photo-2-Video
를 활용해 생성한 비디오로 구별하여 합성된 결과물인지

인간이만든창작물인지모르는블라인드상태에서조사하

였다.
실험 대상자는 성인 일반인(50명)과 예술전문가로 구성
된 (사)미디어아트협회 회원(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림10과 그림 11은 Photo-2-Video실험 결과로 생성한 비디
오에 대한 만족도를 각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Y좌표는
콜라주 평가항목(Collage evaluation items)을, X좌표는 콜
라주 만족도(Collage satisfaction)를 의미한다.

그림 7. Pix2Pix HD 해상도 향상을 위한 Multi-scale Generator[17]
Fig. 7. Multi-scale Generator to improve Pix2Pix HD resolution[17]

         

(a) (b) (c) (d)
그림 6. 사용자 인터페이스(그림출처:https://github.com/NVIDIA/pix2pixHD) (a) 좌: 입력라벨, 우: 합성이미지 (b) 생성비디오 (c)입력라벨 (d)합성이미지
Fig. 6.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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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3의(c))에 대한 평가(성인 일반인 대상) 
Fig. 8. Evaluation of human-made creations (c in Fig. 3)(for the general public)

그림 9.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3의(c))에 대한 평가(예술 전문가 대상)   
Fig. 9. Evaluation of human-made creations (c in Fig. 3) (for ar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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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hoto-2-Video를 활용한 생성물(그림4 생성비디오)에 대한 평가(성인 일반인 대상)    
Fig. 10. Evaluation of the product (Figure 4 generated video) using Photo-2-Video (for the general public)  

그림 11. Photo-2-Video를 활용한 생성물(그림4 생성비디오)에 대한 평가(예술 전문가 대상)     
Fig. 11. Evaluation of the product (Picture 4 generated video) using Photo-2-Video (for ar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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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3의(c))에 대한 성인 일반인과
예술 전문가의 콜라주 항목에 대한 평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감동(impression)수치와 사
실적 표현(Photoreality)면에서 예술전문가의 평가가 일반
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Photo-2-Video를 활용한생성물(그림4 생성비디오)에대
한 평가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3의(c))에 비해 전체적
으로 낮은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적인 표현(성인 일반인
88%, 예술전문가45%), 합성력(성인일반인90%, 예술전문
가60%), 색상(성인일반인73%, 예술전문가55%)에서는 다
른평가를보였다. 이는예술전문가가일반인에비해미학
적 측면과 사실성에 낮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6. Pix2pix

Pix2Pix 알고리즘은 이미지의스타일을변형시키는 Super- 

vised Learning 알고리즘으로, pair로 되어 있는 데이터 세
트를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예
를들면 Semantic을실제거리모습으로변환, 지도를위성
사진으로 변환, 라벨 이미지를 실제 모습으로 변환, 흑백
사진을 컬러로변환, Edge 이미지로부터원본이미지를 복
원(그림12)하는 등이 있다. 

6.1 실험방법
그림 13과같이스케치를 Pix2pix를활용하여생성한 것
과 그림14와 같이 직접 그린 이미지를 비교 실험하였는데
스케치는물체의형태를왜곡하거나낙서와같은표현으로

하였다.
그림 14는미술작가 Mica Angela Hendricks가 어린아이
가 그린 낙서를 디지털화로 그린 그림인데 같은 스케치를

Pix2pix로 독수리 스케치를 생성한 것(그림13의 a)과 사람
이 그린 이미지(그림14의 c)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12. Pix2pix 논문의 예제[20]

Fig. 12. Example from the Pix2pix paper[19]

   

(a) (b)
그림 13. Pix2pix 실험 (a) 스케치를 Pix2pix로 생성 (b) 스케치를 Pix2pix로 생성
Fig. 13. Pix2pix experiment

       

(c) (d) 
그림 14. 낙서를 디지털화 (c) 스케치를 사람이 그린 독수리 그림 (d) 스케치를 사람이 그린 전망대 그림(그림출처: http://www.telmopieper.com/kiddie-arts)
Fig. 14. Digitized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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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결과
6.2.1 Pix2pix를 활용한 실험 결과 문제점과 보완점을 예

측 및 제시

1) Pix2pix를활용한스케치는그림13의 (a)와 (b)처럼물
체의 형태를 왜곡하거나 낙서 같은 표현에는 적절치

못한 질감 표현, 형태의 불분명, 색감의 뭉개짐, 낮은
색조 등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Pix2pix가 Paired Data- 
set이필요하다는문제점에서비롯된것이라고판단되
어 Style Transfer를 가능하게 한 GAN 알고리즘 중
Neural Style Transfer[20]로 실험해 보았는데그림15와
같이 유사한 문제점을 보였다.
반면에 사람이 그린 그림14의 (c)와(d)는현실적모습
을 왜곡했음에도 GAN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미지가
흐려지는 현상도 없고, 선명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보
여주며 창작자의 초현실적인 화풍을 잘 드러내고 있

다.
2) 스케치에둘 이상의객체가 붙어있는 경우그 경계를
구별하지못한다. 그림13의 (b)처럼컵, 손, 귀, 물고기
는 각각다른객체임에도하나로인식하여질감, 색감
을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는 애초부터 이미지 분류를
하여 질감을 주는 기능이 없거나 이미지 분류 성능에

문제가있는것으로관찰된다. 따라서 Mask R-CNN에

활용된 Instance Segmentation 분할기법으로그림16의
(a)와같이컵, 손, 귀, 물고기를구별하고각각해당하
는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후 객체별로 질감과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을 조정하여

(b)와 같이 생성할 필요가 있다.

(a) (b)
그림 16. (a)Instance Segmentation 구분, (b)사용자 인터페이스적용결과
의 예
Fig. 16. (a) Instance Segmentation classification, (b) Example of user 
interface application result

3) 사실적인 표현력이 부족하다. 미술이 감동을 주는 요
인중표현력은아주중요한조형요소중하나이다. 현
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실보

다 더욱 극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토리얼리즘

(Photo Realism)[21]인데 초현실적으로 세상을 표현할

 

(a)

(b)
그림 15. (a) 스타일이 적용된 생성이미지, (b)스타일이 컨텐츠 이미지(독수리 스케치)에 적용되는 과정
Fig. 15. (a) Generated image with style applied, (b) Process of style applied to content image (eagle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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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중요한 표현기법이된다. Pix2pix는이러한포토리
얼리즘에많이못미친다. 그림17은연필로그린신연
국 작가의 그림인데 이러한 디테일과 부분적으로(머
리, 인체, 꽃 등) 다르게 질감을 주는 것은 pix2pix 뿐
만이아니라현재딥러닝이생성하기에는어려운문제

중 하나에 속한다.

그림 17. 연필로 그린 극사실화(그림출처: https://m.blog.naver.com/shin 
060911/221145078984) 
Fig. 17. Hyper-realistic drawing in pencil 

사실적인 생성은 Deep learning super resolution에 해당
하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GAN 분야에서는 Super 

(a) (b)
그림18. (a)낮은 해상도, (b)초고해상도 적용의 예
Fig. 18. Examples of (a) low resolution, (b) ultra high resolution applica-
tions

Resoluti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RGAN)[22]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SRGAN을활용한실험 결과인 그
림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해상도만을 좋게 한다고
해서본 논문에서목표로 하는 콜라주수준의사실적인표

현에는 부족한데 이는 해상도 이외에 그림16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통한 Instance Segmentation별질감과색감의
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6.2.2 콜라주 성능평가 만족도
평가방법은 Photo-2-Video와 동일하며 알고리즘은 Pix2 

pix를 사용하였다.
주어진 그림 19 스케치를 사람이 그린 (b)와 pix2pix를
활용하여 생성한 (c)에 대하여 각각 사용자의 만족도를 항
목별로 설문조사하였다.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19의 b)에 대한 성인 일반인과
예술 전문가의 콜라주 항목에 대한 평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거의비슷한결과가나왔다. 성인일반인의경우연
상력을 제외한 전체적인 면에서 고르고 높은 만족도를 보

였고, 예술 전문가의 경우 연상력과 감동수치를 제외한 모
든 면에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Pix2pix를 활용한 생성물(그림19의 c)에 대한 평가는 인
간이 만든창작물(그림19의 b)에 비해전체적으로아주 낮
은평가가나왔는데특이한점은연상력(Reminiscent)은성
인일반인(65%), 예술전문가(60%)로부터다른항목에비
해 높은 점수를받았는데 이는 이미지형태의모호함이여

러 가지 상상을하게만드는원인에서비롯된결과라고생

각되고 이는 GAN이 추상화를 생성하는 부문에서 인간의
능력과 비견되는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다고 판단한다.

(a)                          (b)                                (c)
그림 19. (a)스케치 (b)사람이 그린 그림 (c)pix2pix로 생성한 이미지
Fig. 19. (a) Sketch (b) Human-drawn illustration (c) Image created with pix2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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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19의(b))에 대한 평가(성인 일반인 대상) 
Fig. 20. Evaluation of human-made creations (b in Fig. 19) (for the general public)

그림 21.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19의(b))에 대한 평가(예술 전문가 대상)   
Fig. 21. Evaluation of human-made creations (b in Fig. 19) (for ar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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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ix2pix를 활용한 생성물(그림19의 c)에 대한 평가(성인 일반인 대상)    
Fig. 22. Evaluation of the product (c in Fig. 19) using Pix2pix (for the general public)

그림 23. Pix2pix를 활용한 생성물(그림19의 c)에 대한 평가(예술전문가 대상)      
Fig. 23. Evaluation of products using Pix2pix (c in Fig. 19) (for ar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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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yle GAN2

StyleGAN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Progressive Growing[23]

을 통해 생성하고 AdaIN[24]을 통해 각 레이어에 이미지와

스타일을결합한다. Style GAN이가지고있던문제인물방
울 같은 노이즈를 제거하고 일부 피처들이 얼굴의 움직임

을 따르지 않는 문제(mode)를 해결하기 위해 Style GAN2
가 등장하였다.

7.1 실험방법
Style GAN2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얼굴을 생성하고 생
성된 얼굴 전체와 부분(입, 코, 귀, 눈 등)이 변화되는 결과
의 성능을 실험하는데 있다. 본 실험에서는 직접 그린 반
추상 이미지를 소스이미지(그림 25의 a)로사용하여 Style 
GAN2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원본에 얼마만큼 가깝게 변화
하는지그성능과결과를실험하였다. 그림25의 (c)는소스
이미지로변화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b)는 그 결과를 보여
준다.

7.2 실험결과
7.2.1 Style GAN2를 활용한 실험 결과 문제점과 보완점을

예측 및 제시

소스이미지가사진 이미지나 그림이미지중구상화[25]인

경우에는 생성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사진 이미지
보다직접그린이미지일수록얼굴이 회전 및변화가 있을

때회전축을기준으로뭉개지거나왜곡되는현상이발생하

는 것을 확인하였고(그림26 (b) 회전할 때 좌측 눈이 왜곡
되는현상이발생), 특히그림 25의 (b)와같이반추상적이
미지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했다(그림 25의 c의 마지막
컷의 경우). 이는객체검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Photo-2- 
Video 설명 때 언급한 영역제안이 대안 중 하나라고 예측
한다.

(a) (b)
그림 26. 얼굴회전(a)소스이미지 (b)생성이미지(그림출처: https://www.pinterest. 
co.kr/pin/642325965582241314/)
Fig. 26. Face rotation (a) Source image (b) Generated image

        
7.2.2 콜라주 성능평가 만족도
평가방법은 직접 그린 사람이미지(그림25의 a)와 Style 

그림 24. Style GAN2가 생성하는 고품질의 얼굴이미지 (그림출처: https://engineer-mole.tistory.com/41)
Fig. 24. High quality face image generated by Style GAN2  

      

(a) (b) (c)
그림 25. (a)소스 이미지 (b)생성된 이미지 (c)생성된 얼굴로 변화하는 과정
Fig. 25. (a) Source image (b) Generated image (c) Process of changing to a created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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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2를활용해생성해낸이미지(그림25의 b)에대한사용
자의 만족도에 대해 콜라주 항목별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25의 a)에 대한 성인 일반인과
예술 전문가의 콜라주 항목에 대한 평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거의비슷한결과가나왔다. 성인일반인의경우전
체적으로 최하 80%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 예술 전문가
의 경우 감동수치와 창조력을 제외하면 평균 80%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Pix2pix를 활용한생성물(그림25의 b)에 대한평가는 인
간이 만든 창작물(그림25의 a)에 비해 성인일반인의경우
비슷한 평가를 내린 반면에 예술 전문가의 경우는 전체적

으로낮은만족도를나타냈다. 특히연상력(Reminiscent)과
스테이트먼트(Statement)는 45%, 감동수치(impression)는
35%로 제일 낮았다.

    (c)             (d)                                   (e)
그림 27. (c) 소스 이미지 (d) 생성 이미지 (e) 소스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
Fig. 27. (c) Source image (d) Generated image (e) Process of changing to source image

그림 28.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25의(a))에 대한 평가(성인 일반인 대상) 
Fig. 28. Evaluation of human-made creations (a in Fig. 25) (for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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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25의(a))에 대한 평가(예술 전문가 대상)   
Fig. 29. Evaluation of human-made creations (a in Fig. 25) (for art experts)  

그림 30. Style GAN2를 활용한 생성물(그림25의 b)에 대한 평가(성인 일반인 대상)    
Fig. 30. Evaluation of the product using Style GAN2 (b in Fig. 25) (for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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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

이미지의 스타일을 비디오에 전송하여 스타일화된 비디

오를생성해내는것을의미한다(그림32). 프레임당 1초미
만으로 실행되는 빠른 버전은 fast-artistic-videos가 있는데
이는 스타일템플릿으로만 가능하다.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는임의의 스타일을 허용하고 프레임당몇 분이
필요하다. 

그림 32.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 작동원리
(그림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huj4ASldmU)
Fig. 32.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 working principle

8.1 실험방법
스타일을 적용할 이미지한 장(그림33의 a)과 입력동영
상(그림33의 b)을준비한후스타일이미지적용범위를달
리해 가며 창작자의 화풍에 가장 가까운 스타일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그림33 (a)는 창작자(이돈순 작가)의 스타일 이미지이고

(b)는스타일이적용될비디오이다. (c)는 (a)와(b)의합성으
로 생성된 비디오이다.

8.2 실험결과
8.2.1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를 활용한 실험 결
과문제점과보완점을예측및제시한다. 50x350 해상도의
경우최소 4GB GPU(약 3.5GB 메모리사용량)가필요하고
cuDNN을사용하는경우 2GB GPU(약 1.7GB 메모리사용
량)의 하드웨어가 필요하였다.
콜라주기법 측면에서볼때 가장큰문제점은작가는이

미지 객체마다 자신의 스타일에 강약을 주거나 농담 조절

등을 통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화면에 변화와 조화를

주어 자신의 작품 의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반해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는 단순히 스타일만을 입력 동영상

그림 31. Style GAN2를 활용한 생성물(그림25의 b)에 대한 평가(예술전문가 대상)      
Fig. 31. Evaluation of the product using Style GAN2 (b in Fig. 25) (for ar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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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전체에 합성하는데 머문다.
1) 스타일이 적용된 입력 동영상은 그림33의 (c)처럼 아
무런 형태가 없는 흰 여백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것

은 소스이미지(그림33의 a)의흰여백을스타일로인
식하지 못한결과이다. 이것은소스이미지(그림 34의
a)에 여백이 없도록 수정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34의 c).

2) Style transfer는이미지형태에따라강약과농담을고려

하여적용되기보다는단순한스타일필터를적용하는수

준이다. 따라서 Nvidia의이미지작업을다양하게할수
있는뉴럴필터[26]처럼고해상도의다중스트림영상을다

듬을수있는사용자조작인터페이스의보완이필요하다.

8.2.2 콜라주 성능평가 만족도
사람(창작자)이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이미지(그림35의

a)와 style transfer로합성한이미지(그림34의 b)에대한사

     

                                (a) (b)                

 

                                                            (c)    
그림 33. (a)스타일이미지 (b)입력 동영상 (c)스타일 이미지를 입력 동영상에 적용 후 생성된 비디오
((a)그림출처: http://www.artkoreatv.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63)
Fig. 33. (a) Style image (b) input video (c) Video created after applying style image to input video 

 

(a) (b) (c)
그림 34. (a)흰 여백이 없이 수정된 스타일 이미지, (b)입력 동영상, (c)스타일이 적용된 동영상
Fig. 34. Modified style image with no white margins

 

(a) (b)             
그림 35. (a)사람이 만든 콜라주 이미지, (b)Style transfer로 합성한 비디오와 비교
Fig. 35. (a) Man-made collage image, (b) Comparison with video synthesized by styl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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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만족도를 콜라주 항목별로 설문조사하였다.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35의 a)에 대한 성인 일반인은
전반적으로낮은만족도를 나타냈는데스테이트먼트, 창조
력, 조화, 색상 등에서 70%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예술 전문가의 콜라주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

으로 최하 70%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 질감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88%)를 나타냈다.

그림 36.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35의(a))에 대한 평가(성인 일반인 대상) 
Fig. 36. Evaluation of human-made creations (a in Fig. 35) (for the general public)

그림 37. 인간이 만든 창작물(그림35의(a))에 대한 평가(예술 전문가 대상)   
Fig. 37. Evaluation of human-made creations (a in Fig. 35) (for ar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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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tyle transfer를 활용한 생성물(그림35의 b)에 대한 평가(성인 일반인 대상)    
Fig. 38. Evaluation of the product using style transfer (b in Fig. 35) (for the general public)

그림 39. style transfer를 활용한 생성물(그림35의 b)에 대한 평가(예술전문가 대상)      
Fig. 39. Evaluation of the product using style transfer  (b in Fig. 35) (for ar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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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transfer를활용한생성물(그림35의 b)에대한 평가
는성인일반인과예술전문가의만족도는비슷하였고공통

적으로 조화와 색상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Ⅳ. 결 론

본논문에서는딥러닝의비디오생성을콜라주라는관점

에서 해석해 보기 위한 실험 및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한
비디오 제작에는 사람이 직접 그린 이미지와 딥러닝이 생

성하는이미지를콜라주성능평가목록과작가스테이트먼

트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성능의 문제점과 개선점

을제안하였다. 실험에는모두 4가지의 알고리즘이 사용되
었는데 Photo-2-video, StyleGAN2, pix2pix, Artistic style 
transfer for videos 등이 있다. 실험을 통해 창작자의 스테
이트먼트와원하는기법에충족하기위한문제점과개선점

을제시하였고전체적으로공통적인문제점으로생성이미

지가 흐려지는 현상, 학습한데이터와약간만형태가 달라
도생성을잘하지못하는경우, 고해상도비디오생성의어
려움(Style GAN2만이 1024x1024 까지해상도를출력), 입
력 동영상에서 얼굴이 사라지면 얼굴 검출을 못하는 문제, 
사진이미지에비해직접그린그림이미지에는낮은인식

률을보였고, 사용자조작을통해사용자의목적에따라작
동할 수 있는인터페이스의 필요성, 원본하고다른 이미지
를 생성하는 문제점(낮은 채도, 형태의 왜곡, 단색)을 보였
다. 이를개선하기위해본논문에서는각각의알고리즘성
능 개선점을 말하였고 콜라주기법으로 대표되는 창작자의

스테이트먼트와 딥러닝과의 유사성을 찾아 비교하였다. 
Pix2pix를 활용한 실험의 성과로는 이미지 형태의 모호함
이사용자에게어떠한상상을 하게 만드는원인이되어연

상력(Reminiscent)부문에서 다른항목에비해 높은 만족도
를 받았는데 이는 GAN이 추상화를 생성하는 부문에서 인
간의능력과 비견되는성능을 보일 수있다는 가능성을보

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새로운콜라주네트워크모델(Collage network model)과
이의 실험과 검증은 향후 연구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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