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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동물무늬는 서식지에 따라 야생에서 천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무늬의 역

할 중 하나인 자연과 야생 환경에서 천적의 눈을 피해 위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본 논문에서는 기존 

위장무늬의 개선을 위한 GAN 알고리즘 기반 위장 패턴 생성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단순히 색상만을 

사용하여 위장무늬의 윤곽선을 Blur 처리를 해서 사람의 관측을 흐리게 만드는 기존의 모델의 단순함을 보

완하여 GAN 알고리즘의 활용기술인 Deep Dream을 활용하여 경사 상승법을 통해 특정 층의 필터 값을 조

절하여 원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되는 패턴을 생성할 수 있어 색뿐만 아니라 위장의 기능이 있는 동물무늬와 

섞어 자연과 야생 환경에서 더욱 동화율이 높아진 위장 패턴을 생성하고자 한다. 

키워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Algorithm), 

Deep Dream, 경사상승법(Gradient A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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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변형을 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되면서 주로 사용되는 GAN 알고리즘의 활용도가 많아지게 되었

다. 

동물의 무늬는 서식지에 따라 동물들이 야생에서 천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 무늬와 색은 위장 효과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배경맞추기, 연결효과, 방어피음의 효과를 통해 

위장 기능 통해 야생 환경과 동화되어 자신을 천적으로부터 위장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위장무늬를 보면 단순히 채도와 명도, 

색상이 대비되는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윤곽선을 

Blur 처리를 하여 위장을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대가 

지나면서 생기는 기술들로 인해 장점들이 사라지면서 주변 환경에 

동화되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 방식 역시 단순히 색을 통해 

사람의 관측을 흐리게 한다.

본 논문은 이미지 생성 및 변형에 특화된 GA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야생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동물무늬를 활용한 

위장 패턴 생성모델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2.1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본 연구에서 GA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위장 패턴 생성 

모델을 개발하였다. GAN은 생성모델과 판별모델로 이루어져 노이즈 

벡터 데이터가 Input되면 생성모델에서 Fake Image를 생성, 생성된 

Fake Image와 Real Image를 판별 모델에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한다. 

판별한 값을 수치화하여 최소 값을 구하고 최적의 최소값이 구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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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학습이 완료된다[1]. 

min
 log  log

(1)

수식 (1)은 GAN 알고리즘으로 x는 실제 데이터, z는 노이즈 

데이터로 모델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한다. D,G는 각각 판별과 생성을 

의미하며 생성모델은 log(1-D(G(z)))부분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학습

을 진행하여야 한다.

2.2 Deep Dream

신경망이 학습한 패턴을 시각화하는 GAN 알고리즘의 활용 모델로 

활성화 값을 최대화 하도록 이미지를 수정하여 특정 패턴을 해석하는 

기술이다[2].

III. The Proposed Scheme

기존에 사용되었던 위장 방법에서는 색으로만 위장 패턴을 만들었

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색과 동물무늬를 통해 자연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위장 패턴을 생성하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물무늬로 위장 패턴 생성 모델의 전체 

개요는 Fig. 1.와 같다.

Fig. 1. Model Architecture

해당 위장 패턴 모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데이터셋, 생성모델, 

학습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동물무늬와 야생 환경이나 자연환경의 이미지를 크롤링하

여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가져온 이미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배경이 아닌 특정된 배경만 

사용하도록 한다. 데이터의 양은 1000개로 하고 이때 데이터를 70:30

의 비율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여 사용한다.

두 번째, 생성모델에는 준비했던 데이터셋을 훈련시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해당 모델에서는 전체 층의 필터 값을 조절하고 손실을 

계산한다.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층의 활성화 값들의 

합이 손실 값이 되고 규모를 동일시 하기 위해 정규화를 하여 경사상승

법을 통해 기울기 값을 최대화한다. 선택한 층들의 기울기 값들을 

모두 계산하여 생성된 가짜 이미지는 기존에 있었던 야생 환경의 

데이터셋과 비교를 하여 야생 환경 이미지와의 동화율을 판별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세 번째, 훈련이 완료되어 최적의 오차 값이 나오는 모델에 남은 

데이터셋을 학습시켜 야생 환경에 대해 위장할 수 있는 동물무늬 

이미지를 생성시킨다. 이미지에 대한 Prediction Result는 Fig. 2.과 

같다.

Fig. 2. Prediction Result

IV. Conclusions

지금 시대에서는 기술이 발달하여 위장도료의 색상으로 위장 패턴

을 그리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을 

사용한 기존의 위장 패턴에서 동물무늬를 적용하여 야생 환경에 

효과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위장 패턴 생성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윤곽선만 흐릿하게 하는 기존 위장 패턴보다 더욱 주변 

환경과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동화율로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해당 모델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구하고 모델 파라미터의 수치를 수정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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