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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객체 탐지 및 물체 인식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

와 인공지능 로봇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

술이다. 이는 이동 범위 내에서 물체를 회피하거나 

접촉하기 위함으로써 주로 양안식 및 단안식 카메라

나 LiDAR 등의 고가 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가

의 장비인 경우 직접적 거리를 획득 가능하나, 단안

식 카메라를 이용할 시 RGB 영상으로부터 깊이 영

상을 추출해야 한다[1-4].

기존 연구의 경우 단안식 영상을 활용한 깊이 영

상 추출 방법보다는 양안식이나 레이저 등의 센서를 

주로 활용함으로써, 계산처리량 및 금전적으로 효율

적이지 못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둘 수 없는 제한적 환경이나, 카

메라가 하나만 장착된 블랙박스 및 기존 판매된 스마

트 폰 등에서는 추가적인 센서를 사용하기 힘들다.

즉, 영상 획득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고정적, 한정

적이지 않으므로 그에 유연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정확도를 보장하면서도 깊이 

영상을 획득할 방법이 있다면, 계산처리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획득해둔 영상으로

부터 깊이 값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

츠를 위한 3차원 모델 복원이 가능하다[1-4].

기존 단안식에서 깊이맵을 추출하는 연구에서는 

다안식 영상이 각 영역 정보가 없으므로 소실점 등에 

의존하여 깊이맵을 추출한다. 또한, ‘영상 하단이 영

상 획득자와 가까운 곳이거나 비디오의 경우 시청자

Pix2Pix 모델을 활용한 단일 영상의 깊이맵 추출

강수명†, 이준재††

Depth Map Extraction from the Single Image Using Pix2Pix Model

Su Myung Gang†, Joon Jae Lee††

ABSTRACT

To extract the depth map from a single image, a number of CNN-based deep learning methods have

been performed in recent research. In this study, the GAN structure of Pix2Pix is maintained. this model

allows to converge well, because it has the structure of the generator and the discriminator. But the

convolution in this model takes a long time to compute. So we change the convolution form in the generator

to a depthwise convolution to improve the speed while preserving the result. Thus, the seven down-sizing

convolutional hidden layers in the generator U-Net are changed to depthwise convolution. This type

of convolution decreases the number of parameters, and also speeds up computation time. The proposed

model shows similar depth map prediction results a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structure, and the

computation time in case of a inference is decreased by 64%.

Key words: Deep Learning, Pix2Pix, GAN, Monocular Depth Map, Depth Map Extraction

※ Corresponding Author : Joon Jae Lee, Address: (42601)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Republic of

Korea, TEL : +82-53-580-6682, FAX : +82-53-580-5165,

E-mail : joonlee@kmu.ac.kr

Receipt date : Mar. 12, 2019, Revision date : Apr. 26, 2019

Approval date : Apr. 30, 2019

††Faculty of Computer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E-mail : smgang.kmu@gmail.com)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 This work (Grants No. S2656098) was supported by

project for Cooperative R&D between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 funded Korea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2018.



54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2권 제5호(2019. 5)

와 가까운 곳임’을 기본적으로 가정하여 깊이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다시점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문제

가 있다. 또한,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 연구가 발전

함에 따라 SIFT와 같이 매우 성능이 좋은 특징기술

자 등의 알고리즘처럼 자주 쓰이는 특징점 추출 알고

리즘이 많이 활용되었다[1-7].

최근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 분야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분류 및 영상 복원 등에 대해 정

확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안식 깊이맵 생성 분야에서도 기존 Hand-Crafted

특징을 활용하던 연구에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딥러닝은 최근 이미지넷 챌

린지(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8]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효과

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성능으

로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의 다방면 세세 분야에서 

높은 정확도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컴퓨

터 비전 기술에서 기존 특징 추출 기술 기반 영상처

리보다 딥러닝을 적용할 때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본 연구 분야에서도 딥러닝 중 영상에 주로 

적용하는 CNN을 활용하여 더욱 좋은 결과를 획득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추출된 깊이맵의 크기

가 만족스럽지 않으며 깊이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에지 부분에서 약간의 흐릿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1-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원 영상 전

체의 화소 정보를 인근 유사정보로 압축하여 다시 

원래의 해상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에서도 

주로 압축 및 복원에 사용하는 오토인코더(Auto

Encoder)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고, 국외 우수 연

구에서도 오토인코더 모델을 활용 및 일부 변경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6].

본 연구에서는 단안식 영상에 딥러닝을 적용하여 

3차원 깊이맵을 추출하는 연구로서, 기존 딥러닝 기

술 중 영상 간 변환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오토인코

더와 같이 압축 및 복원의 기능이 있는 Pix2Pix(im-

age to image translation) 모델[9]을 개선하여 속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임베디드 환경 

등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Pix2Pix[9]의 모델 가중치의 

수렴속도 및 수렴 방향에 큰 역할을 하는 생성자-구

별자의 GAN[10]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성자

의 구조 내의 컨볼루션 형태를 depthwise con-

volution[11]으로 변경하여 결과는 유지하면서 속도

를 개선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생성자 구조의 형

태인 U-Net[12]에서 입력층 및 deconvolution되기 

직전까지의 down-sizing 되는 7개의 은닉층을 

Depthwise로 변경하여 기존 구조보다 파라미터를 

줄인다. 실제 GAN 구조에서 추론(inference)단계에 

활용되는 것은 생성자 부분이므로, 손실함수의 역할

을 하는 구별자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생성자만 연산

을 가볍게 하도록 한다[9-12].  

2. 관련연구

국내외에서의 3차원 깊이 값 추정 연구는 단안식 

영상에서보다, 스테레오 카메라 등의 양안 및 다안식 

영상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딥러

닝이 활발하게 활용되기 전,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

전 분야에서 특징(feature)을 추출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에 있어 여러 영상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정확도 높은 결과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메

라의 설치 영역이나 센서의 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때 단안식 영상에서의 추출 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과 함께, 기존에 확보된 영상의 콘텐츠화 측면에

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1-7].

딥러닝이 활성화된 이후, 2014년 처음으로 딥러닝 

구조 중 영상에 활용하는 CNN을 사용한 Eigen et

al.[1]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두 단

계 스케일 구조(two-scale structure)의 CNN을 사

용하였고 이 방법에서는 처음 스케일 단계에서 해상

도가 낮은 대략적인 깊이 추정을 하고 다음 스케일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여 높아진 해상도에서 깊이 값

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스케일 불변의 손실함수

(scale invariant loss function)를 사용함으로써 정확

도를 높일 방법도 제안하였다. Fig. 1은 [1]에서 제안

된 모델이다[1].

Fayao et al.[4]의 연구를 보면, 역시 깊이 영상을 

추출하기 위하여 딥러닝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해당 연구에서는 연속 조건부 랜덤 필드를 연계

하여 깊은 컨볼루션 뉴럴 필드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CNN 모델과 연속 CRF 간의 용량을 공동으로 

탐색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슈퍼 픽셀(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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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 개념을 도입하여, 비록 인근에 있는 픽셀이라

고 하더라도 깊이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통해 슈

퍼 픽셀 단위로 업샘플링(up sampling)을 수행하여 

오차를 낮추었다. 또한 영상을 다운 샘플링 할 때도 

슈퍼 픽셀을 단위로 이미지 패치를 잘라 파라미터

(parameter)값으로 넣음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하

는 시도를 하였다 Fig. 2는 [4]에서 제안한 슈퍼 픽셀 

기반의 업샘플링 방법이며 그 결과이다[4].

Hu et al.[5]의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예시 Fig.

3을 보면 인코더-디코더 형태의 모델이 깊이예측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러 딥러닝 

중에서도 오토인코더와 유사한 형태의 다운 샘플링

(down sampling)과 업 샘플링(up sampling)이 연결

되어 상세한 화소 구조가 깊이맵 화소 구조로 변형되

도록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당 알고리즘은 전체 

영상이 점차 줄어들다가 다시 한 기점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영상을 줄

이는 과정은 영상을 단순화시켜 세그멘테이션(seg-

mentation)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며 다시 늘리

는 것은 해상도 복원을 위해 늘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컨볼루션 단계에서 손실되는 정보는 각 

단계에서 업샘플링 시켜 복원 시에 붙여(이때 붙이

는 개념은 Concatenate)서 손실을 적게 하도록 하였

다[5].

Laina et al.[13]에 의해 제안된 FCRN의 경우 

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발전시킨 형태의 모

델인 Fully Convolutinal Residual Network를 사용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이 

깊어질수록 중복성이 커지고 앞선 은닉계층에서 뽑

은 특징맵(Feature Map)을 잃는다는 한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ResNet[14]등의 모델은 이의 한계를 개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 구조를 차용하여 깊이맵을 

생성하였다. 또한 deconvolution시 특수한 보간 방법

을 활용하여 앞선 연구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ResNet50의 모델 구조를 활용하였

다[13,14].

따라서 앞선 연구 결과를 볼 때 최종 결과로 영상

을 추출하면서 인코더-디코더의 구조로 구성된 U-

Net[12]등의 딥러닝 구조를 차용하여 깊이맵을 추정 

가능 할 것으로 예측 되며, GAN 등의 연구 방법으로 

Fig. 1. The proposed deep learning model of [1].

Fig. 2. [4] proposed algorithm and results (left : source image, ground truth, predic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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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9-10, 12]. 이를 응용한 

Pix2Pix의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영상을 번역하는 

것과 같이 다른 형태로 짝지어진 영상이 변형되는 

연구에서는 모두 활용 가능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15]의 연구에서는 Pix2Pix

를 적용하여 필요 시 정방형의 고정된 크기가 아닌 

여러 크기의 깊이맵 추출이 가능함을 연구하였고, [16]

의 경우 Pix2Pix와 cGAN이 깊이맵 추정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공개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Pix2Pix의 생성자인 U-Net 구조는 

구별자 없이 단독 활용 시 수렴속도가 매우 느릴 뿐 

아니라, 은닉 계층이 15번에 걸치므로 컨볼루션 파라

미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적용대상인 기판매된 블랙박스 혹은 단일 

카메라를 보유한 구형 스마트폰 등에 활용되거나 임

베디드 환경에서는 속도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

2.2 Pix2Pix[9] 

GAN[10]은 랜덤한 노이즈가 입력이므로 최종적

으로 모델이 수렴하였을 때,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예측하

는 일이 어렵다. Pix2Pix는 GAN에서처럼 랜덤벡터

인 노이즈를 입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입력

으로 받아서 다른 형식의의 영상을 출력하는 알고리

즘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도학습 방법이다. 즉,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입력으로 들어갈 데이터세트

와 그 영상이 Pix2Pix를 거쳐서 나올 정답 영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GAN보다는, 불확실성이 낮은 Pix2Pix 방법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모델은 영상의 형태를 변형시키

는 알고리즘, image translation이라고도 한다[8, 17].

대부분의 CNN 방식에서는 손실함수가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손실함수에 의해 컨볼루션 필터의 가중치

가 결정된다. 즉 이는 유클리디안(Euclidean) 거리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학습이 되며, 그 결과는 평균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영상이 대게 블러링(blurring)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앞서 살펴본 이전 연구에서도 

출력되는 결과에서 에지(edge)가 흐려지는 결과가 

발생했다[1-7, 9, 17].

하지만, Pix2Pix는 GAN에 기반하기 때문에 생성

자(generator)와 구별자(discriminator)로 구성되어

있다. 구별자가 일종의 손실함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자가 추측하는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구별자는 생성된 결과와 GT(Ground Truth)를 잘 비

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9].

Pix2Pix의 생성자(Fig. 4)는 U-Net[12] 구조로 구

성되어있다. 즉, 전체적으로 영상의 크기를 다운샘플

링 한 후 업샘플링 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때 영상을 

줄일 때는 영상의 크기가 줄어들 때에는 stride가 2인 

컨볼루션을 이용한다. 다시 커질 때는 전이 컨볼루션

(transposed convolution)을 이용한다. 영상이 줄어

들면서 생기는 손실은 영상이 커지는 레이어에서 같

은 크기일 때 residual network에서 이전 레이어를 

붙이는 것처럼 더해주기 때문에(concatenate) 손실

을 최소화 할 수 있다[8].

Fig. 4[17]는 Pix2Pix에서 사용하는 생성자 구조이

다. U-Net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킵연결(skip

connection)이라고 부르는 구조를 따른다. 즉, 각 인

코더에서 업샘플링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디

코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되어 있다[9, 17].

구별자 구조에서는 와 같이 stride가 2인 컨볼루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뒤의 두 계층의 경

Fig. 3. The depth map prediction method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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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stride가 1인 컨볼루션으로 되어있으며 두 번 연속

적으로 패딩(padding)하여 32×32의 크기를 30×30으

로 줄인다. 즉, 영상 전체를 900개의 구역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 전체를 세세하게 보고 진짜인

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각 부

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9].

2.3 데이터베이스

딥러닝 모델 개발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되는 연

구이며, 알맞은 모델을 연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깊이맵 추정 연구에서는 공개된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하거나 키넥트 등의 깊이 센서가 달린 장비

를 통해 깊이맵과 대응되는 영상을 얻어 주로 연구에 

활용한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는 키넥트 장비

로 촬영되어 공개된 NYU데이터[18]와 KITTI 데이

터[19]이며 대부분의 연구 및 기존 기술에서 해당 데

이터를 통해 기술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각 데이터

는 실내, 실외로 대표되는 데이터로서 실내외 특성이 

달라 개별적으로 연구된다.

NYU 데이터세트(그림 5[18])는 1449개의 정렬된 

실내영상으로서 RGB-D 라벨링이 되어있으며, 464

개의 씬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원형의 영상은 640×

Fig. 4. Generator and discriminator structure for Pix2Pix.

Fig. 5. NYU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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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NYU 데이터세트

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NYU 데

이터세트는 1449개로 구성 되어 있다[16].

3. 제안한 방법

본 연구에서는 Pix2Pix의 생성자 구조를 일부 변

경하여 결과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연산 파라미터를 

줄여 속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딥러닝의 가장 큰 한

계는 실용화 시 저사양 환경에서 실시간 연산이 불가

능하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딥러닝이 과거 알고리즘

을 앞서고 있지만, 대다수의 라즈베리파이, 모바일 

등의 환경에서 기존 기술을 고수하는 것은 정확도보

다 속도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영상처리 시 

주로 사용되는 CNN에서도 컨볼루션이 가지는 고유

의 특성 때문으로 채널(channel, 혹은 Depth)이 커질

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depth-

wise convolution이나 seperable depthwise con-

volution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11]. 본 연구에

서는 Pix2Pix의 생성자 부분의 down-sizing 부분을 

depthwise convolution으로 교체하여 기존 약 39백

만개의 파라미터를 12백만 정도로 줄인 모델을 제안

한다. Table 1는 기존 Pix2Pix 모델의 생성자 구조 

중 다운샘플링 부를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Depthwise 형태의 모델을 비교하고 있다. Fig. 6의 

왼쪽은 원 모델의 생성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형태의 모델이다. 상단 

입력부에서 depthwise convolution을 상세히 그렸으

며, 그 아래로는 빨간색 화살표가 해당 개념이다.

컨볼루션의 파라미터는 ‘필터의 사이즈 × 입력 채

널 개수 × 출력 채널 개수’로 계산될 수 있는데, 기존 

모델의 구조에서 5번째 레이어의 경우 한 레이어에

서만 약 4백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

으로 모두 더한 뒤, 컨볼루션 단계에서 디컨볼루션

(deconvolution)에 합쳐지는 채널 개수까지 모두 합

하면 기존 모델의 파라미터는 약 39백만 개에 달한

다. 파라미터 수가 많을 시 연산 속도가 늘어나는 것

은 당연한 결과이며 연산 시 컨볼루션 채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무의미

하게 반복되는 레이어의 경우 중복성을 가지는 특징

맵(feature map)을 추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결

과가 오히려 나빠지는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변형된 모델의 경우 컨볼루

션 연산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depthwise con-

volution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파라미터를 줄이고

자 한다. 똑같이 5번째 레이어에서의 파라미터를 계

산해보면 약 7천개 정도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며 역

시 앞선 방법과 똑같이 생성자의 전체 파라미터를 

모두 더하여 계산 할 시 12백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

를 가진다. 즉, 기존보다 1/3정도로 파라미터가 줄었

다. 따라서 파라미터가 줄기 때문에 추론 시 연산 시

간은 빨라진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앞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 아나콘다 3(Anaconda

3) 환경에 설치된 Tensorflow 1.9 환경[20]에서 학습

Table 1. Down-sampling section of proposed Pix2Pix generator structure and proposed model 

Detail Original model Proposed model

Layer Width Height Kernel size
Number of

channel

Number of

filter

Number of

channel

Number of

filter

Input 256 256 4×4 3 3

H1 128 128 4×4 3 64 3 6

H2 64 64 4×4 64 128 18 6

H3 32 32 4×4 128 256 108 4

H4 16 16 4×4 256 512 432 1

H5 8 8 4×4 512 512 432 1

H6 4 4 4×4 512 512 432 1

H7 2 2 4×4 512 512 432 1

H8 1 1 512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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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론을 모두 수행한다. 상세 실험 환경은 Table

2와 같다. 또한 최종적으로 추론된 결과는 Tensro-

flow 학습 후 생성되는 checkpoint를 통해 각 추론용 

영상을 각 1회씩 시간을 내어 시간 결과를 평균한다.

또한 깊이맵 추정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21]를 사용한다.

또한 각 모델마다 총 300번의 epoch를 수행하여 결과

를 도출한다. Table 3는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와 학

습 및 결과 테스트를 위하여 분류한 상세 내용이다.

PSNR은 영상의 화질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

Fig. 6. The original Pix2Pix structure(right) and proposed model (left).

Table 2.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Environment

Category Contents Details

H/W

Processor Inter(R) Core(TM) i7-6700K @4.00GHz 4.01GHz

RAM 64GB

Graphic Card 2 of GeForce GTX TITAN (2 of GPUs)

S/W

Operating System Windows 10 Education

Platform of deep learning
Anaconda 3, Tensorflow 1.9, python 3.5, Cuda 9 with CuDNN

Visual Studio communit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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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원 영상에 비해 얼마나 손실이 생겼

는지를 측정하여 제안한 모델과 기존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식 1의 PSNR은 두 영상의 평균 

오차 제곱(MSE, Mean Squared Error)를 이용하여 

Log함수를 통해 데시벨(dB) 값으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의 값은 ground truth인 실측 깊이맵과 예측된 

깊이맵에 대해 값을 계산하였다. 식 (1)의 O는 GT,

T는 예측값이다[15, 20]. Table 4에서 기존 모델과 

제안한 모델의 결과에 대한 값의 평균을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32이상의 PSNR일 경우 영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두 모

델 모두 평균적으로 약 18정도 나온 것을 볼 때 손실

이나 노이즈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만족스

러운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제안된 모델의 결과

가 미세하게 줄어들었지만 딥러닝 모델은 학습 때 

마다 약간씩 변화되기도 하므로 해당 값 차이가 유의

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존 모델과 제안된 

모델이 계산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값이 

출력된다는 것은 기존 모델에서의 연산 시 중복되는 

특징맵을 추출 하거나 무의미한 연산이 일부 수행되

고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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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결과적으로는 Table 5의 결과를 보였다. 제

안된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1/3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연산 속도는 기존 모델의 64%수준 정도로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유사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빠른 모델이 된 것이므로 

해당 속도 변화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 7과 8은 각각 기존모델과 제안된 모델로 추출

한 추론 결과이다. 앞서 데이터베이스를 약 7:3정도

로 분배하였으며 학습 시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중 하나의 이미지를 각 다른 모델에 입력하여 추출하

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모델 모두 가장 오른

쪽에 위치한 실측값에 비교할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해당 모델이 학습한 모델이 실

내 중에서도 여러 공간에 대해 학습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때의 공간 특성은 학습하고자 하는 영상마

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공간에 대해 

100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약 1500개의 

NYU 데이터의 양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데이터베

이스가 충분하게 있다면 더욱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Fig. 9와 10의 경우 제안된 모델이 학습할 시에 

사용한 데이터를 하나 입력하여 결과를 추정한 것으

로 가장 오른쪽의 실측값과 비교 해봐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CNN으로 

구성된 깊이맵 추정 알고리즘에, 이미 학습 시 사용

한 데이터를 입력 한 경우에 나오는 결과보다 더욱 

좋다. Fig. 11은 사전학습모델(pretrained model)을 

사용하지 않은 FCRN[13]을 활용하여 이미 학습된 

영상에 대해 결과를 출력하였다. 즉, GAN 구조를 가

진 모델이 에지 등의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정된 공간에 대해 내부에 있는 

사물을 치우거나 추가하는 등의 충분한 데이터베이

스를 확보 하여 학습을 수행 할 때 우수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중복성 및 계산복잡

도의 문제는 컨볼루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컨볼루션 연산의 변경을 통해 추론 결과는 유지하면

서 연산 속도는 빠른 depthwise convolution 기반 

Pix2Pix 모델을 제안하였다. 추론 결과면에서는 개

선점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향후 손실함수로서의 

구별자 역할을 중심적으로 재구성하여 추측(predic-

Table 3. Data division methods used for learning 

Dataset Total Cartegory Number of data

NYU 1449
train 1014

test 435

Table 4. PSNR Evaluation by Model

Category Models Image size Value

PSNR
Original model 256×256 18.143

Proposed model 256×256 18.037

Table 5. Evaluation of computation time by models

Category Models
Image

size

Calculation

speeds (s)

PSNR
Original model 256×256 0.143

Proposed model 256×256 0.092



Fig. 7. Inference results extracted from the original Pix2Pix structure (RGB, Prediction, GT).

Fig. 8. Inference results extracted from the proposed model (RGB, Prediction, GT).

Fig. 9. The learning result of existing model (RGB, Prediction, GT).

Fig. 10. The learning result of proposed model (RGB, Prediction, GT).

555Pix2Pix 모델을 활용한 단일 영상의 깊이맵 추출



55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2권 제5호(2019. 5)

tion)결과와 실측(GT)결과를 잘 비교할 수 있는 모델

의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딥러닝 연구에서 데이터베

이스의 양과 구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NYU 데이터와는 달리 고정적인 공간에서 여

러장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제안된 Pix2Pix

모델 활용성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단안식 영상을 통한 깊이맵 생성이 가능하다면,

환경적, 계산 비용적, 금전적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렌즈 및 기타 센서를 쓰지 않고 효율적인 3차원 

정보를 획득 가능하다. 특히, VR, AR 등에 사용 할 

수 있는 3차원 콘텐츠의 다방면 활용으로 인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본 기술은 2차원-3차원 간 컨버팅 분야에 적극

적으로 활용될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규 차량이 

아닌 기 구매 차량의 물체인식 기능을 대체할 블랙박

스 등에 탑재 될 시 저가형 단안 렌즈로도 물체인식 

및 회피를 위한 알림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 산

업적으로도 관심 있는 분야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컨볼루션의 연산과정에서 중복

성을 가지는 부분을 개선하기위해 더욱 더 효과적이

라고 알려진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등을 

통해 파라미터의 갯수를 수십배 이상 줄이고, 연산속

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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