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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몬드리안 컴포지션의 생성 연구에 관한다. 피
트 몬드리안은 기하학적으로 추상화된 요소들의 비대칭 
구성과 배율로 전체 작품의 균형을 이루어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이미지의 시각적 주목도에 기반
하여 몬드리안 컴포지션의 구성요소인 색, 선 면들을 비
균형으로 배치하고 균형 값을 모델링하여 이를 최적화
한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회화 작품에 있어 시각적 주목성에 따라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작품 전체에 균형감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조
형 원리 중 하나이다. 피트 몬드리안은 기하학적 추상화
로 색, 선, 면의 최소한의 요소만 사용하여 비례와 균형
의 미를 추구하였다. 이 특징은 1930년 발표된 작품인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몬드리안 컴포지션)”에서 특
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색의 근본이 되는 삼원색과 무
채색을 채택하여 선과 면의 요소 간 비대칭 속에 작품 
전체의 균형 잡힌 결과를 선보였다.

본 논문은 시각적으로 균형 잡힌 결과를 추구하는 원리
에 기반하여, 주어진 이미지를 몬드리안 컴포지션 스타
일의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입력 
이미지는 saliency map으로부터 비대칭적인 색, 선, 그
리고 면의 배치를 수행하여 몬드리안 컴포지션 형태로 
변환을 수행하고, 생성된 이미지의 시각적 균형 정도를 
계산하여 최적화된 결과를 생성해낸다. 

2. 관련연구

2.1 몬드리안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기법

몬드리안 작품은 예술적 측면에서의 분석뿐 아니라 컴
퓨터에 기반한 몬드리안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을 위하
여, 몬드리안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정의하고 정
의된 룰에 맞게 그림을 생성해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왔
다 [1,2]. 그러나 이는 정해진 룰을 따르는 이미지 생성 
연구에 한하며, 균형적 측면에서 사람의 지각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시각적 주목도

인간은 시각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흐름에서 색의 차
이가 큰 부분을 먼저 관심영역으로 지각한다. saliency 
map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필터링에 기반한 
방식 [3]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지각하는 차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CIE 색영역으로 변환을 하여 시
각적 주목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4].

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몬드리안 컴포지션의 작품 특징에 따라 
입력 이미지를 비대칭 구조로 변환시키고 균형 값을 모
델링하여 이를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그림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개요도를 보인다.

3.1 밉맵기반 비대칭 몬드리안 컴포지션 생성 기법

본 기법은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원리인 대칭 구조를 
피한다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원본 이미지의 
saliency map을 기반으로 공간적 비대칭을 이루는 구
성을 생성한다. 본 알고리즘은 saliency map의 각 위치
에서 순차적 무작위로 참조영역을 사용하여 면 표현을 
통해 공간적 비대칭을 달성한다. 또한, 참조영역의 크기
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하를 밉맵을 사용하여 최소
화한다. 반복적인 saliency의 병합으로 최대 주목도 영
역을 여러 밉맵 레벨로 생성하여 각 레벨에서 시각적 
주목도 영역을 얻고, 무채색과 삼원색을 채워넣는다. 또
한, 얻어진 시각 주목도 영역의 각 변에 따라서 수직/수
평의 직선을 생성하고, 영역과의 중첩 부분 검사를 통해 
제거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몬드
리안 이미지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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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균형 값 모델링과 최적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색, 선, 면에 의한 조합의 균형을 시각적 
주목도에 기반하여 모델링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이미지 균형 값의 모델링은 앞서 생성된 
몬드리안 컴포지션 이미지와 saliency map에 기반한다. 
각 픽셀의 좌표에 시각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하여 이를 
모두 합한 값을 전체 이미지 크기로 나누어 균형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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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와 H는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이며, 는 point 

에서의 saliency 값이다. 몬드리안의 비대칭적 균형은 
인간의 인지적 측면에서 중앙에 가까울수록 균형 잡혀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5]. 이에, 균형 값을 이미지 중
앙값 (0.5, 0.5)에 가장 가깝게 하는 조합을 찾는 것이 
최적화의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샘플 수만큼의 몬드리안 컴포지

션을 생성하며 B 값을 계산하여 그중 중앙에 가장 가까
운 B 값을 가지는 조합을 최적의 경우로 정의한다.

4. 결과 및 토론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주목도에 기반하여 비대칭 균형
을 이루는 몬드리안 컴포지션을 생성하고 균형 값 모델
링을 통해 이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제안하
는 균형 값 모델로 계산된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
랑의 구성” 작품의 균형 위치는 B=(0.473, 0.489)으로 
이미지 중앙에 근접하게 나타난다. 그림 2는 왼쪽의 입
력 이미지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10000개 샘플로 최
적화한 결과로, 이미지의 균형 값은 각각 (0.519, 
0.494), (0.486, 0.478), (0.499, 0.501)로 몬드리안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시각적 주목도가 이미지 중심에 균
형 잡힌 결과를 보인다. 

본 알고리즘은 시각적 주목도만의 기반으로 하여 이미
지 자체가 지니는 색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한계점
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원본 이미지의 색상에 기반한 
색 배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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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시각적 주목도 기반의 몬드리안 컴포지션 생성 기법의 개요도.

그림 2: 제안하는 몬드리안 컴포지션 생성 기법의 적용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