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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집중력 향상 놀이인 다른 그림 찾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배경으로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아동기에 주로 진단이 되고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의력 결핍 과다활동 증후군

(ADHD)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택한 그림의 일부분을 가지고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활

용하여 새로운 물체를 생성해 낸 뒤 자연스럽게 원본 그림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나의 

다른 그림 찾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포토샵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툴을 전문가가 오랜 시간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 과정을 본 연구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키워드: 주의력 결핍 과다활동 증후군(ADHD), 물체(Object),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딥 러닝(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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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아동기에 주로 진단이 되는 주의력 결핍 과다활동 증후군(ADHD)

은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잉행동과 충동성 및 집중의 어려움, 학습장

애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장애로 성인이 되어서도 증세가 지속될 

수 있는 신경 발달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의 ADHD 

증세가 성인기에 불안과 우울증으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상

에서 부딪히는 복합적인 문제가 스트레스 증상으로 발현하여 정상 

성인에 비해 아동기에 ADHD를 겪었던 성인이 우울과 불안 증세를 

더 많이 경험한다. [1] 이러한 문제로 ADHD는 조기에 예방이 필요하

다. ADHD 예방을 위한 집중력 향상 놀이로 시·지각 변별 능력과 

지속적 주의력을 늘려줄 수 있는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이 있다. 하지만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의 다른 그림 부분은 제작자가 직접 이미지를 합성하여 

제작한다. 다른 그림 부분은 이미지의 물체(Object)를 제거, 대체, 

색을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앞서 설명한 방법은 사람이 

직접 그림을 수정해야 하고 편집자의 숙련도에 따라 자연스러움의 

수준이 달라진다. [2] 본 논문에서는 ADHD에 도움이 되는 다른 

그림 찾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

II. Related works

So-Hee Park의 영상 인페인팅(Image Inpainting)을 이용한 다른 

그림 찾기 게임 콘텐츠 자동 생성 기법에서는 표준 기반 영상 인페인팅

을 이용하여 물체 제거를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여 다른 그림 

찾기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

Alec Radford의 DCGAN에서는 여러 이미지 데이터 셋을 학습시

키면서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 모두가 물체

(Object)로부터 의미 있는 표현 구조를 찾으며 일반적인 이미지 표현에

도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3]

GAN Dissection에서는 유닛(Unit), 물체, 장면(Scene) 레벨에서 

GAN의 시각화와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석적 프레임워크를 연구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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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3.1. 물체 생성용 Database 구축

물체 이미지 학습 및 생성을 위한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물체 추출, 배경 제거와 같은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Database를 구축하여 이미지 학습에 사용한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Database 구축 과정이다.

Fig. 1. the process of database creation

3.2.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 Image-Transformation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의 일정 부분을 드래그하여 변경시킬 위치

를 잘라내어 크기에 맞는 삽입될 영역의 이미지를 생성적 적대 신경망

으로 생성한다. 구축한 Database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DCGAN 모델을 사용하였다. [3] 생성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의 

배경 및 질감에 비교해서 자연스럽지 않아 물체가 삽입될 영역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배경과 질감을 변환한다. 이미지 샘플링

(sampling)을 사용하여 랜덤으로 이미지를 추출하여 Overall style 

transfer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변환한다. [5] Fig. 

2.는 변환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에 삽입한 이미지이다.

Fig. 2. original image & combine image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그림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물체를 생성해 낸 뒤 자연스럽게 원본 그림에 융화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앞서 설명한 기술은 보편적으로 포토샵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툴을 전문가가 오랜 시간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 과정을 본 논문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 지식 없이 작업시간은 줄이고 품질은 

높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발전된 

기술로 숨은 그림 찾기를 생성해내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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