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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회, 문화 및 산업 전반에 크고도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더불어 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진

행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강제적 도입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서비스의 적용 속도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질 박물관의 경우 셧다운이 되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방문을 꺼리는 기피장소가 

되었다. 또한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디지털의 적용이 일상화된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관람객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맞이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갑작스러움이 아닌 지속되는 흐름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입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

다. 따라서 박물관들은 사실감 있는 전시, 방문객과의 소통, 재미요인을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제고와 재방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의 한 방법인 NST를 적용하여 pre-trained된 모델을 기반으로 content image와 style 

image를 입력으로 이용해 이미지 변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 실시간으로 전시 미술품 관련 온라인 체험요인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서 방문객의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bringing huge and rapid changes across society, culture and 

industry. In addition,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intelligence, and the forced introduction of 

non-face-to-face due to Covid-19 are accelerating the application of ICT applied services to existing offline industries. In particular, 

museums that will be mainly covered in this study have become places of avoidance due to shutdowns or social distancing. In addition, 

at the end of the dark tunnel, the era of New-Normal where digital has become commonplace will be in an environment where visitors 

cannot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before. These changes are not sudden, but continuous flows, and the introduction speed has only 

been accelerated due to Covid-19.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museums to provide realistic exhibitions, communication with visitors, 

and fun factors to enhance visitor satisfaction and revisit by introducing online services. In this study, some methods are proposed to 

increase the interest and satisfaction of visitors by developing and proposing a technology that provides online experience factors 

related to exhibition artworks in real time by applying NST, a method of deep learning of an image conversion network using content 

image and style image as inputs based on a pre-train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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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미술관의 역할 및 체험과 ICT

4차산업혁명은 현장중심의 예술과 공연, 전시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술가들은 디지털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

작하며, 박물관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전시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온라인 전시와 방문객과의 소통을 진행하

고 있다. 또한 온라인 사용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실감도 높은 작품 감상과 체험이라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

을 통한 작품개념의 확장과 작품 수집과 활용방안, 작품의 향유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을 구현하여야 한다[1]. 

4차산업혁명은 인류가 경험한 그 어떤 산업혁명 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생활방식, 소비형태, 노동방

식까지 모든 점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인류의 역사적 반동이다[2]. 코로나 이전에도 박물관의 디지털 도입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에서 지능화로 발전하며 ‘인터넷+박물관 디지털 건립’은 새로운 추세로 주목받고 있었다[3,4]. 또한 디지털 체험형

식으로 전시가 교육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전시품의 취미를 더해 관람객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려는 요구를 증가

시킬 수 있다[4,5]. 

이와 더불어 2020년 초반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에 강제적 거리두기를 요구

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의 적용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박물관 95,000곳을 설문한 결과 대부분은 

기본 디지털 소장품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서유럽외 국가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는 디지털 버전의 전시 및 이벤트로서 온라

인 관람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작품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로서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

며, 입장료, 지원금, 방문객들의 시설이용 및 교육활동으로 운영한다[6,7].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일정한 수준에서 관람객의 인지, 

시각, 심미등 체험을 확장하여 관람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영국의 세계적 민간 싱크탱크인 네스타에서는 ‘코로나 이전

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 하였다[3,7]. 온라인을 활용한 전시를 진행하되 소통과 체험을 제공하여 온오프라인의 지속적 방

문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박물관이 행해야 할 운영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술관의 전시물을 대상으로 딥러닝의 CNN을 활용 이미지 변환 기능을 구현 할 것이다.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전시 작품의 특징을 분석 및 학습하여 유사한 형태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며, 박

물관에서는 개발된 기능을 적용한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서 방문객들에게 재미요인을 제공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개발 결과물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변환하고 체험하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인이 필

요한 앱개발 등에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아트워크의 플랫폼이라는 개념 및 오프라인 미술관을 대체하는 온라인의 공간으로

서 플랫폼의 역할 및 활용사례들을 살펴보고, 둘째, 아트워크 온라인 전시관의 장점과 필요성,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요인들에 대해 서술하고, 셋째, 플랫폼의 설계와 구현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역할의 변화

미술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미술품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관광과 경제효과 창출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10]. 이로 인해 다른 문화시설이나 서비스

와 방문객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운영의 자립이 요구되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다양한 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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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및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ICT 기술을 활용한 전시, 해설 및 체험 등을 적용하게 되었

다. 또한 문화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기본적 역할 수행의 효율화도 디지털의 박물관 적용의 원인이다. 지금까지 예술에 대한 감상 

능력으로서의 문화 자본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계층적 지위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있고, 문화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전문가들과 엘리트들에게 집중된 문화 자본을 모든 계급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함이다[11].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리

고 개인의 자본능력과 교육정도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구글은 ‘누구든 어디서나 문화 인프라 혜택을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야심찬 포부로 오프라인의 보조 역할이 아닌 온전

한 온라인 가상미술관을 오픈하였다.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80여 개국, 2000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 온라인에서 연결된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2.2 환경의 변화

2014년 루마니아에서 컬렉션이 전혀 없는 순수한 오프라인상 디지털박물관인 PECICA가 등장하였다. 공유를 목적으로 하

는 동시대 미술관 콘텐츠는 전통적 미술관의 그것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공유되기 위해 구성된다[12]. 코로나19로 인하

여 오프라인 교류가 통제되어 있는 현실에서의 온라인은 그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넘어 대체재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 온라인 

뮤지엄이 전 지구화와 초연결성(hyper-connectedness)의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연대 운동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사실 디지털 기

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은 이미 박물관의 업무 중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13]. 정보의 전송속도와 기기의 발전

으로 인해 4차산업혁명의 실감 체험 분야인 3D,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및 홀로그램 등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

고, 또한 상용화 수준으로 올라섰다. 또한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문화예술 자원을 창작하고 전시에 활용하는 것을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으로 여겨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분야의 성역 없는 온라인 활용의 일상화, 높은 실감도를 제공하는 콘텐

츠 기술, 플랫폼화된 실감형 전시공간의 무한 확장, 사용자의 참여와 인터렉션을 통한 체험 등이 과거의 환경과는 달리 박물관에 

주어진 사회현상이며 적용 가능한 콘텐츠 기술이다. 또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 새로운 환경으로 자리 잡을 ‘New 

Normal’이다.

2.3 디지털 체험

디지털 박물관의 형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창조되어 존재하는 가상의 박물관이며, 다른 하나는 오프라

인에 박물관이 현존하며, 온라인을 보조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여전히 전시물과의 대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감동의 크기는 온

라인과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교육이나 큐레이팅 부분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온라인이 강점을 가진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공간 콘텐츠로서 ‘공간을 플랫폼으로 하고, 기획된 스토리텔링에 따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온몸을 사용하여 체험하는 콘

텐츠’라고 정의 되었다[14]. 또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기획자와 사용자 사이에 놓인 콘텐츠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만

으로 채워지지 않는 본능 중 가장 큰 요소가 놀이이다[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22개 공립 박물관, 미술관에서 소장유물(작품)에 실감기술을 접

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9]. 이 지원의 목적은 전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완하고 관람객들

에게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새로이 준비되는 콘텐츠로서 기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위주의 서비

스에서 벗어나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인터렉티브 미디어, 인공지능 등을 얘기하고 있다. 체험이라는 것은 박물관에서 전

시물을 감상하는 본연의 활동 외에 교육 또는 재미를 위하여 행해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서 논하는 디지털 체험은 IT 기술

을 접목한 고정 또는 특별 전시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참여하여 전시물과 관련된 색다른 경험을 해 보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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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트워크 3D웹 전시플랫폼의 필요성

3.1 디지털 전시 실감 체험의 적용기술 구분

코로나19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며 일상에서 디지털 적용 변화의 속도를 급격히 높혀 놓았다.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는 강제적 상황에서의 온텍트 적용은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특히 현장을 방문하여 진품을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 행위

로 여겨지는 아트워크 전시의 경우 ‘거리두기’로 팬더믹 기간 동안 세계 90%의 박물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고[9], 이후로도 

시민들의 집합 장소 회피경향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온라인 콜렉션, 360VR, 가상 뮤지엄, 디지털 전시 등을 

웹사이트에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단순 전시뿐만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 즉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뮤지엄의 전반적인 활동까지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된 실감체험형 콘텐츠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이 일반적으로 논의된다. Fig. 1은 실감형콘텐츠의 개념

을 설명한 것이다.

Fig. 1. The concept of continuity on reality[15]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결합이며, 사용자와 환경의 실시간 상호작용 그리고 현실 세계의 대상물과 정합되어 구현된다는 

특징이 있다[16]. 위치기반, 이미지기반, 그리고 이미지 기반은 마커 기반과 마커리스 기반으로 나누어진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

는 Hand Held 방식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로 표현되는 Wearable 방식이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즉 디지털화된 가상의 현실을 말한다[17]. 주로 HMD(Head Mounted Display)를 사용하며, 오감을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는 기

술이 적용되고 있다.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와 혼합 세계의 혼합된 경험’이라고 정의되며 마이크로 소프트의 홀로렌즈 공개로 

미래의 AR/MR 기술이라 일컬어진다[1].

3.2 전시콘텐츠 디지털 감상 체험의 적용사례

‘2021년 지능형(스마트) 박물관 ‧ 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립박물관 ‧ 미술관 86개관과 사립박물관 ‧ 미

술관 18개관을 선정하였다. 2020년 IT 기술 중심에서 탈피한 콘텐츠 지원에서 다시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

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강조한다. 수익창출 기반이 약한 박물관의 특성상 정

부의 지원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360° VR Museum은 특정 국립박물관 실내와 전시물들을 3D로 제작하여 PC와 스마트

폰 그리고 HMD(Head Mounted Display)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영박물관, 바티칸 및 루브르 박물관처럼 유명 작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전통적 박물관들도 가상현실 전시를 기획하여 공간 속을 들어가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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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왼쪽 그림은 박물관 현지에서 기기를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은 PC를 활용하여 3D VR 콘텐츠를 감상하는 이미지이

다. 3D로 제작된 콘텐츠는 HMD용 콘텐츠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범용적 장비는 아니다. 

Fig. 2. Smithsonian museum (left) and 360°VR museum (right)[19]

Fig. 3의 왼쪽 그림은 입체형 전시물을 증강현실을 적용하여 감상하는 모습이며, 오른쪽 그림은 회화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이

다. 증강현실의 강점으로서 현장에서 작품을 연계하여 필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범용성

이 매우 뛰어나다. 

Fig. 3. Cases of appreciating exhibits with AR[20,21]

혼합현실의 적용사례로서 스마트글라스를 적용하였다. Fig. 4의 왼쪽의 그림은 과거의 인물이 나타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며, 오른쪽 그림은 홀로렌즈를 이용하여 보여지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위의 그림처럼 콘텐츠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이 볼 수 있다. 

Fig. 4. A virtual reality exhibition using smart glasse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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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지털 콘텐츠의 참여형 체험

디지털화된 작품, 가상의 전시 공간 및 해설 등과 같은 박물관 본연의 콘텐츠 체험을 제외한 박물관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참여

형 체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해진 서비스 구조에 따라서 전시물을 선택하고 정해진 반응이 동작하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요구와 그에 적합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박물관은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물건 만들기, 그림그리기, 고대 탐험, 무대장치 만들기 및 디자인하기 등 전시작품과 문화와 관련

된 체험들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는 참여자의 능동적 결과물 만들기에 해당하며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적 요인이다. 현재 박물

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체험은 단순히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행하고 제작된 결과물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접근에 그치고 있어 디지털을 활용한 부가적 체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은 서비스에 지출하는 돈을 최대한 아껴 체험

에 참여하고 싶어하며[8], 진정한 체험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위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생산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겪는 

체험을 진정한 의미의 체험으로 판단하였다[23]. AI를 이용하여 특정 전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고 제시되는 이미지를 전시 작품

의 풍으로 직접 바꾸는 체험요인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에 재미요인과 교육적 측면을 제공하여 

참여형 디지털 콘텐츠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4. 설계 및 구현 결과

4.1 개발의 적용 기술

4.1.1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성과 변형

1)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1)

-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은 2014년 Ian Goodfellow의 박사논문으로 처음 제안되었고, 무언가 ‘예측’하는 

걸 넘어서 ‘생성’ 해내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N은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 Generator와 샘플 데이터와 생성자가 생성한 이미지

를 구분하는 구별자 Discriminator 두 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며, 생성자는 구별자를 속이면서 이미지를 잘 생성하려

고 하며, 구별자는 주어진 이미지의 참 거짓을 판별한다.

Fig 5. Generated image samples using GAN model: a) MNIST, b) TFD, c) CIFAR-10, d) CIFAR-10

1) Generative Adversarial Nets, Ian J. Good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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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ural Style Transfer(NST) 알고리즘의 활용2)

Neural Style Transfer(NST)란, 두 영상(content image & style image)이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의 주된 형태는 content image

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스타일만 사용자가 원하는 style image와 유사하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Neural network를 이용한 Style transfer의 연구는 아래 Table 1과 같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Table 1. Pre-trained network and style transfer network learning methods

구분 Pre-trained 네트워크 활용한 이미지 학습 방법 Style transfer network를 학습시키는 방법

특징

Content image와 style image를 네트워크에 통과시킬 때 나온 각각

의 feature map을 저장하고, 새롭게 합성될 영상의 feature map이 

content image와 style image로부터 나온 feature map과 비슷한 특

성을 가지도록 영상을 최적화함.

서로 다른 두 도메인(예를 들면, 풍경 사진들과 모네의 그림

들)의 영상들이 주어졌을 때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바꿔주도록 학습시킴

장점 이미지 2장(content image & style image)으로 style transfer가 가능
네트워크를 학습 후에 새로운 이미지에 적용할 때는 feed 

forward만 수행해 재학습이 필요 없고 실시간 변환이 가능

단점 매번 이미지를 새롭게 최적화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림 각 도메인 별로 다수의 영상이 필요하며, 학습에 시간이 소요

Fig. 6. A photo image changed to famous artwork styles

2) Image Style Transf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Gaty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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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Nural Style Transfer(NST) 알고리즘을 적용한 사례이다. 맨위 좌측의 풍경사진에 각 그림 속의 작은 네모안 명화들

의 특징을 적용하여 변환시킨 사례이다. 중간 좌측의 그림은 고흐의 그림풍을, 그리고 중간 우측의 그림은 뭉크의 그림풍을 사진 

이미지에 적용하여 느낌이 유사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4.2 서비스 설계

∙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미술품 변환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시간 변환이 가능해야 하고, 생성 처리 속도를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 이에 pre-trained된 모델을 기반으로 content image와 style image를 입력으로 이용해 이미지 변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

을 활용하였다.

∙ 서비스 구현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문화예술작품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문화 예술 작품을 주

제로 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확대가 가능하다.

∙ Table 2에서는 제주 지역 대표 문화재이자 미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탐라순력도>를 활용하여 모바일 상에서 실시간 

이미지 변환이 가능한 샘플 모델을 구현하였다.

Table 2. Original image

※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조선 후기 지방관에 의해 제작된 화첩으로, 

제주 지방관의 순력 관행 및 18세기 당시 제주도의 실태 ‧ 풍속 등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현재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어 있음.

4.3 개발 과정

∙ <탐라순력도>에는 제주의 다양한 풍경과 행사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현재 주요 관광지와 유명명소들도 대부분 포함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성산 일출봉의 모습을 그린 Table 3에서는 <성산관일>의 특징적인 회화 표현 기법을 style image로 선

정해 적용하였다.

Table 3. Style image selected from original image

<성산관일> 이미지 <성산관일> 세부 이미지(sty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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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미지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벡터화하고, 이를 다른 이미지에 적용해 Image-Style Transfer(이미지 스타일 생성)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학습 엔진 개발하였다.

Table 4는 결과도출을 위한 진행으로서, 먼저 준비한 cocodataset의 이미지를 구축된 NST 알고리즘에 순차적으로 입력해 전

체 80,000장에 대한 pre-trainning을 수행하였다. 완료 후 style-image에 대한 모델링의 결과 파일인 .model 파일이 생성되며, 이

를 모바일 환경에 작합한 .pt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모델링 파일을 변환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적용해 

이미지 변환을 완료, 결과물을 생성하였다. 

Table 4. Style image and learning data

Style image Content image 학습 데이터

<성산관일> 이미지 cocodataset의 <2014 Train images> (약 80,000장)

- 샘플 모델 개발 언어 : Python / 프레임워크 : Pytorch

- 애플리케이션 개발 : Android

4.4 구현 결과 및 시사점

∙ 모바일 상에서 모델 선택을 통해 선택한 사진을 style image로 변형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PYTORCH에 기반한 샘플 모델 

개발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작동 가능하게 구현하였으며, Fig. 7의 가장 아래 우측에 위치한 산방산 배경의 돌하르방 

이미지가 이번 연구의 변환 사례이다.

Fig. 7. Converted cases using various image convert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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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제주의 예술문화 작품인 ‘탐라순력도’를 기반으로 실시간 이미지 변환 엔진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실제 현장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해결할 주요 요인으로 현장에서의 실시간으로 변환을 위한 결과물 도출 속도 

확보와 변환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가 과도하게 난해한 추상적 결과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학습 시키는데 편리함과 시간의 단축이 다양한 현장과 상황에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중요 요인으로 여겨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eural style Transfer를 적용하여 pre-trained된 모델을 기반으로 content image와 style image를 입력으로 이용

해 이미지 변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미지의 틀은 유지하며 스타일만 바꾸는 방향으로 학습 속도, 변환 속

도 및 적정 품질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개별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 3~5초 내에 실시간 작품을 쉽게 변형

하여 스타일이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용가능 엔진을 개발, 적용하였다는 점과 80,000번의 데이터 학습을 1시간 

이내 완료하는 AI 스타일 변환 엔진의 짧은 학습시간과 적용 용이성으로 인해 다양한 전시장소와 전시물에의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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