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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존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 

하였다. 실험은 각각의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크기 (256 × 256, 512 × 512)의 흑백 영상과 컬러 영상에서 수

행되었다. 실험 결과, 전체 영상을 분할된 서브 영상으로 구분하여 모델링한 후 진화하는 기법이 전체 영상을 단일 유

전자로 모델링하여 진화한다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진화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기

존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생성하거나 다른 영상으로부터 합성된 영상을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영

상을 분할하여 유전자를 모델링 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유전자 모델링, 선택, 교차, 돌연변이 기법 등을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two methods to automatically generate color images similar to existing images using genetic 
algorithms.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two different sizes(256×256, 512×512) of gray and color images using each 
of the proposed method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volutionary performance 
of each technique in genetic modeling for image generation. In the results, evolving the whole image into sub-images 
evolves much more effective than modeling and evolving it into a single gene, and the generated images are much more 
sophisticated. Therefore, we could find that gene modeling, selection method, crossover method and mutation rate, should 
be carefully decided in order to generate an image similar to the existing image in the future, or to learn quickly and 
naturally to generate an image synthesized from differen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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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알고리

즘에 의해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법들이 많이 소

개되고 있다[1][2]. 특히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존 영상을 모방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발표된 바 있다

[3][4]. 유전자 알고리즘은 자연의 진화 과정을 모델링

하여 구현된 검색 알고리즘이다. 영상 생성을 위한 유전

자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주어진 

형태로 가능한 솔루션을 표현한 다음 변경하고 관련성

이 높은 솔루션을 선택하고 계속 변경하는 것에 주안점

을 두고 있다. 이것은 부모 유전자 요소의 지배적인 특

성이 번성한 것처럼 적의 진화적 생존에 관한 다윈의 이

론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5]. 최근 YouTube 사이트 등

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영

상을 생성하는 흥미로운 영상들이 많이 있다[6][7]. 또
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의 CAPTCHA 영
상[8] 보다 더욱 안전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확보한 영상을 이용하여 동일

한 흑백 및 컬러 영상을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

로 생성하기 위한 2가지 기법을 제안하고, 각 기법의 장

단점 분석을 통해 어떤 기법이 더욱 효과적인 기법인지

를 평가한다. 제2장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기존의 처리 기법들에 대하여 설

명하고, 제 3장에서 제안된 2가지 유전자 알고리즘 처리 

기법과 실험 방법을 기술한다. 제4장에서 실험 결과 및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여기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을 생

성하기 위한 기존의 처리 기법들에 대하여 특징별로 분

류하고 그 특징 및 장단점을 각각 분석하였다. 

2.1. 타원 기반의 영상 생성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

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이나 타원을 이용하여 영상

을 생성하는 알고리즘들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6][9]. 
이 기법에서는 임의의 원형에 대한 크기, 색상, 위치 정

보를 갖는 유전자를 모델링하여 원본 영상과 유사한 모

양으로 진화하도록 한 기법이다. 이 기법은 유전자의 요

소 수가 비교적 적고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으

나, 원본 영상에 유사하기까지 진화 세대수가 매우 커지

는 단점이 있고, 영상의 세밀한 부분은 거의 묘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2.2. 폴리곤 기반의 영상 생성 알고리즘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폴리곤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

을 생성하는 유전자 알고리즘 또한 개발되고 있다

[10][11]. 이 부류의 기법들에서는 대체로 볼록 삼각형

을 위한 크기, 색상, 위치 정보를 갖는 유전자를 모델링

하여 원본 영상과 유사한 모양으로 진화하도록 하는 알

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법 또한 진화 속도가 빠

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원본 영상에 유사하기까

지 진화 세대수가 매우 커지는 단점이 있고, 영상의 세

밀한 부분은 거의 묘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2.3. 선 성분 기반의 영상 생성 알고리즘

선 성분을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유전자 알고리

즘도 활용되고 있다[12]. 이 기법에서는 직선의 길이, 기
울기 정보만으로 유전자를 매우 간결하게 모델링하였

다. 이 기법은 진화 속도가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

떠한 기법보다도 처리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으며, 원본 영상과 유사하게 근접하고자 하는 목

적보다는 캐리커쳐와 같은 느낌의 근사 영상을 생성하

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4. 픽셀 기반의 영상 생성 알고리즘

이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법과 같은 픽셀 기반의 

유전자 알고리즘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13][14].이 

기법에서는 영상의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을 대상으로 각 

픽셀의 밝기값 또는 컬러값을 유전자 요소로 모델링하

여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된다. 이 기법은 다른 어떤 기

법보다 원본 영상에 가깝게 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으나, 진화 속도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대체적으

로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컬러 영상의 경

우에는 R, G, B 값을 별도의 유전자로 처리함으로써 흑

백 영상에 비하여 3배 느린 속도로 동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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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한 유전자 알고리즘

3.1. 제안한 유전자 알고리즘의 공통 처리 기법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학습하여 새로운 영상

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화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

여야 하며, 영상을 변조하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서는 가장 먼저 유전자 정보를 모델링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 논문에서는 한 요소의 유전자 정보를 영상에서

의 한 픽셀값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진화 전략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 사용한 공

통 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최초에 랜덤으로 생성된 유전자들을 룰렛 휠 선택 방

법[15]으로 선택한 후, 단순 교차를 진행하고 일정 확률

에 의해 돌연변이를 수행한 다음 적응도 순에 따라 정렬

을 하고 난 후, 가장 좋은 값을 각 세대별 대표값으로 보

존하는 엘리트 보존 기법을 사용하였다. 진화 대상이 영

상이라는 2차원 데이터 특성에 따라 교차 방법은 그림 1
과 같은 가로 분할, 세로 분할을 랜덤으로 선택하여 사

용하였다. 

Fig. 1 Simple Crossover Method Used in the Proposed 
Genetic Algorithm

이 외에 제안한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용된 일반적인 환경 설정값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영상 전체를 

하나의 유전자로 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을 분할

하여 작은 영상으로 나눈 후에 그 영상들을 대상으로 각

각 진화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 논

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종류의 픽셀 기반 진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Configuration Method and value

Number of gene 
in each generation 50

Selection method Roulette wheel selection

Crossover method 2 Dimensional simple crossover

Fitness function ∑| gray_of_generated_pixel –
gray_of_original_pixel |

Number of elitism 2

Mutation probability 20%

Table. 1 General configuration settings

3.2. 첫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

첫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에서는 영상 전체의 픽

셀 값들을 하나의 유전자로 모델링한다. 흑백 영상의 경

우에는 하나의 영상에 하나의 유전자를 할당하는 방식이

며, 컬러 영상인 경우에는 RGB로 변환된 세 영상 각각에 

세 개의 유전자를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전체 

영상의 픽셀 값 정보가 하나의 유전자로 모델링됨을 의

미하여,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256 × 256 크기의 흑백 

영상에 대한 유전자의 길이는 65,536이 된다.

3.3. 두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

두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에서는 영상을 16 × 16 
크기의 하위 영상으로 분할하여 각 하위 영상에 대해 유

전자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즉, 16 × 16 하위 영상 픽셀 

정보는 각각 별도의 유전자로 모델링되고, 각 하위 영상

들에 대해 여러 개의 유전자 풀(pool)이 구성되는 방식

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사용하는 영상의 크기에 관계

없이 유전자 길이는 항상 256으로 일정하게 설정된다.

Ⅳ. 실험 결과

진화 알고리즘의 비교 실험을 위해 256 × 256 크기와 

512 × 512 크기의 흑백 영상 2가지와 컬러 영상 2가지를 

사용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실험에 사용된 256 × 
256 크기와 512 × 512 크기의 흑백 영상 2가지와 컬러 

영상 2가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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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wo gray images for experiment

Fig. 3 Two color images for experiment

4.1. 첫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

그림 4와 그림 5는 256 × 256 크기와 512 × 512 크기

의 두 가지 흑백 영상을 사용하여 첫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에 의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그림에서의 

'gen'은 진화 세대수를 의미한다. 그림 6과 그림 7은 256 
× 256 크기와 512 × 512 크기의 두 가지 컬러 영상을 사

용하여 첫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에 의한 실험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 전체를 하나의 유전자로 

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진화 횟수가 증가하여도 원본 영

상에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진화의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상도가 높은 영상은 해상

도가 낮은 영상에 비해 같은 진화 세대수에서 화질이 상

대적으로 낮은 영상이 생성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Experimental results of 256 × 256 gray image 
using the first proposed method

Fig. 5 Experimental results of 512 × 512 gray image 
using the first proposed method

Fig. 6 Experimental results of 256 × 256 color image 
using the first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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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erimental results of 512 × 512 color image 
using the first proposed method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256 × 256 gray image 
using the second proposed method

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512 × 512 gray image 
using the second proposed method

4.2. 두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

그림 8과 그림 9는 256 × 256 크기와 512 × 512 크기

의 두 가지 흑백 영상을 사용하여 두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에 의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그림 10과 그림 

11은 256 × 256 크기와 512 × 512 크기의 두 가지 컬러 

영상을 사용하여 두 번째 제안한 진화 알고리즘에 의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Fig. 10 Experimental results of 256 × 256 color image 
using the second proposed method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512 × 512 color image 
using the second proposed method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 전체의 픽

셀 데이터를 하나의 유전자로 모델링하여 진화하는 것 

보다 영상을 작은 영상들로 분할하여 모델링한 후 진화

시키는 것이 같은 진화 세대수에서 훨씬 더 원본에 가까

운 영상이 생성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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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뿐만 아니라 대규모 데

이터를 진화시켜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에

도,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유전자로 모델링하지 않고 데

이터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진화시킨 후 그 결과를 통

합하는 알고리즘이 더욱 효율적인 기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생성을 위한 2가지 유전자 알고

리즘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제안 

알고리즘은 영상 전체를 하나의 유전자로 모델링하여 

진화시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제안 알고리즘은 영상

을 16 × 16 크기의 서브 영상으로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진화시키는 기법이었다. 실험 결과, 영상을 일정 크기의 

분할된 영상으로 나누어 진화하는 것이 전체 영상을 하

나의 유전자로 모델링하여 진화하는 것보다 진화 속도

가 훨씬 빠르며, 생성된 영상 또한 훨씬 더 정교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원본과 더욱 유사한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할 영상의 크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

으며, 두 가지 이상의 영상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합성 

영상을 생성하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픽셀 기반의 유전자 모델링

뿐만 아니라 그래픽 도형 기반의 유전자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영상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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