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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악천후 발생 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 교란되고 제 로 기

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험에 한 한 경고

를 놓칠 수있는 경우가 발생된다[1]. 여러 컴퓨터 비젼 응용

로그램들은 강우, 안개 는 강설과 같은 기 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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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 Fig. 1은 

ImageAI[3]가 객체를 탐지하는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송이들 때문에 객체들을 탐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

으나, 송이들을 제거한 후에 더 많은 객체가 탐지되는 것을 

하단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 입자들로 인한 상의 하를 막기 

하여 다양한 기 입자 제거 방법이 시도되었다. 보편 인 

주제로 상에서 안개나 빗방울 입자를 제거하는 연구가 기

에 시도 되었다. 안개 입자의 제거 방법은 안개 입자가 이미

지 에 균일하게 축 된다는 사실에[4] 착안하여 상의 특

징을 학습시키고 기의 감쇠 상을 가정하여 개발 되었다. 

빗방울 입자의 제거는 빗방울의 모양, 패턴 는 경계선의 방

향성과 같은 일반 인 특징을 모델링하여 시도되었다[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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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내리는 상에서 송이들에 의하여 상의 질이 하되고 상 내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명확히 탐지하기 해서는 송이를 제거해

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에 기반하여 단일 상으로부터 송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잔류 U-Net을 송이가 제거된 상을 생성하는 생성기로 설계하 다. 다양한 크기의 송이를 처리하기 하여 다양한 필터 커 의 인셉션 

모듈을 설계하고 입력한 이 내리는 상의 다양한 해상도 특징을 추출하기 하여 용되었다. 송이 제거 상의 품질을 높이기 해서 

립손실을 제외하고는,  지각  손실과 총 변동 손실 함수를 용하여 제설 이미지와의 유사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 다. 합성 강설 이미지와 

실제 강설 이미지를 상으로 제안 네크워크의 제설 기능을 실험하 다. 실험 결과 제안 알고리즘은 합성 이미지와 강설 이미지 모든 분야에서 

육안으로 찰해본 결과 화질이 우수함을 보여주었고, 객  평가를 하여 신호강도를 나타내는 PSNR과 구조변화를 측정하는 SSIM 인덱스

를 비교하 으며, 제안 알고리즘이 지수 상으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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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bject Detection on Realistic Winter Snowy Image (Top) 

and a Corresponding Snow Removal Image of the Proposed 

Method (Bottom) by Imageai Library

늘날 심층학습기반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이  통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들보다 일반화 기능이 우수하다는 특성 때문에 

범 한 주목을 받고 있다.

심층학습기반의 빗방울이나 안개 제거 기법들이 입자들의 

치를 악하여 제거할 수 있어도, 그런 방법들을 송이의 

제거에 직  용하기는 어렵다. 송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

균일한 분포성, 다양한 크기, 불규칙 인 하강 궤   투명

한 특징들은 빗방울과는 다른 방법을 요구한다. 따라서 송

이 제거는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새로운 심층학습 기법의 설

계가 요구된다. 이미 발표된 송이 제거 방법들은 주로 통 

상처리에서 다룬 빗방울이나 안개제거 알고리즘의 특징들

에 을 맞추어 진행하 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는데 매우 

취약하다[6].

본 논문에서는 단일 이미지에서 송이를 제거하기 한 

새로운 지각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임워크를 설계하 다. 생성자는 U-net[7] 아키텍처와 인셉션 

모듈(inception module)에 기반하여 구축하 다. 한 송이 

제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지각  손실과 총변동 손

실 함수를 제시하 다. 실험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합성 상

과 실제  상 체에서 다른 알고리즘들과 비교하여 우수

한 성능을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GAN 네트워크의  간

단한 소개를 2 에서 설명하 다. 3 에서는 송이 제거를 

한 새로운 제안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 다. 4 에서는 합성 

상과 실제 상을 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비교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토론  결론을 5 에 기술하 다. 

2.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사실 인 이미지를 생성하기 하여 2014년 Goodfellow 

등[8]은 GAN 심층망을 제안했는데, 생성자 네트워크 G와 구

분자 네트워크 D로 구성되었다. 생성자 네트워크는 입력 

상에 기반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구분자 네트워크

는 그 상이 참된 상인지 거짓 상인지를 구분하 다. 

GAN 망의 목 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min

max

  ∼ log 

∼ log
    (1)

Equation (1)에서 x는 분포함수 의 수집된 실제 

데이터, z는 잠재 공간변수, 는 구분자를 속일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근들어 GAN은 학계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지 인페인 (가려진 이미지 복원), 스타일 변형, 텍스처 

합성  고해상 이미지변형 등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이미지 

변형에 용되어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 송이 제거 방법

본 에서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송이 제거를 

한 체 인 구성에 한 설명을 하 다. 생성자 네트워크에

Fig. 2.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Snow Removal Method. Left Block is the Generator Network Which is Fed with a Snow Image 

and Predicts a Snow-Free Image, and Right One is the Discriminator Network Which Distinguish the Snow-Free Image is Tru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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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

Block Inception Encoder Residual (x9) Decoder Predictor

Layter conv conv conv conv conv conv conv conv deconv deconv conv

Kernel 1×1 3×3 5×5 3×3 3×3 3×3 3×3 3×3 3×3 3×3 3×3

Stride 1 1 1 1 2 2 1 1 2 2 1

Channel 32 32 32 64 128 256 256 256 128 64 3

Table 1. The Architecture of Generator Network. “Conv” and “Deconv” Denote Convolution and Deconvolution, Respectively

Discriminator

Layter conv conv conv conv conv

Kernel 3×3 3×3 3×3 3×3 3×3

Stride 2 2 2 2 2

Channel 32 64 128 256 1

Table 2. The Architecture of Discriminator Network

서는 인셉션 모듈을 입력된 강설 이미지의 다  해상도 특징

을 추출하기 해 먼  용한 다음, 스트라이드 2를 용한 

두 개의 컨벌루션 층이 추출된 다  해상도 특징을 인코딩하

는 인코더로 사용되었다. 그 후 9개의 잔차 블록(residual 

block)을 학습능력을 증가시키기 하여 인코더와 디코더 사

이에 삽입하 다. 디코더 부분에서는 반 크기의 스트라이드를 

갖는 디컨벌루션 층이 원래 해상도와 같은 피쳐맵(feature 

map)으로 해상도를 높이기 하여 용되었다. 그 다음, 송

이가 제거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피쳐맵으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컨벌루션층을 사용하 다. 구분자 네트워크는 다

섯 층의 순수한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으로 구성

하 다. 생성자와 구분자 망의 구체 인 구조를 Table 1과 

Table 2에 요약하 다.

3.1 인셉션 모듈 (Inception module)

강설 이미지는 다양한 크기의 송이 때문에 다  해상도

특징값 추출을 하여 인셉션 모듈[9]을 사용하 다. 인셉션 

모듈은 Fig. 3에 그려진 바와 같이 필터 크기를 1✕1, 3✕3, 5
✕5로 갖는 3개의 컨벌루션 층으로 특징값을  시킨다. 컨

벌루션 층의 각 그룹은 32개의 필터 커 을 갖는다. 그런 후

Input

Conv 3×3 Conv 5×5Conv 1×1

Concatenation

Output

Fig. 3. Structure of an Inception Module

64개의 필터가 있는 3✕3 컨벌루션 층이 된 특징값 상에

서 작동하여 인셉션 모듈의 출력을 생성한다.

3.2 잔차 블록 (Residual blocks) 

최근 잔차 네크워크는 이미지 고해상도화[10], 이미지 선명

화[11]  빗방울 제거[12] 등과 같은 컴퓨터 비젼 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잔차 네트워크에서 

각 계층은 다음 층으로 입력되고,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러 층을 건  뛰어 연결되기도 한다. 잔차 네트워크는 심층

네트워크를 통해서 역 를 계산할 때 기울기 값이 소멸되

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능력을 향상하

기 해서 다  잔차블럭을 용하 다. 원래 제안된 잔차 모

듈과 달리, 배치 정규화 작업을 인스턴스 정규화 작업으로 

치하여 이미지-이미지 변환 작업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 화를 시켰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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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chitecture of a Residual Block

3.3 손실 함수

한 손실 함수는 심층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강

인한 네크워크로 학습시키는데 필수 이다. 만일 x와 y를 학

습에 사용하는 강설 이미지와 이 내리지 않는 이미지, 즉 

제설된 이미지라 정의하고, y’를 이 제거된 측 제설 이미

지라고 하자. 이 조건에서 제안하는 GAN 모델의 학습을 

해 사용되는 손실 함수의 모델을 설명하고자 한다.

GAN 네트워크에서 립 손실(adversarial loss)은 특징값



406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 트웨어  데이터 공학 제8권 제10호(2019. 10)

으로 채택된다. 여기에서는 생성자 네트워크의 립 손실로 

최소자승 손실을 용하 다.

    ∼ 
           (2)

평균자승오차 (MSE) 는 L2 손실은 일반 인 상의 복

구 작업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손실 함수이다. 평균자승오

차 손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3)

Equation (3)에서 n은 각 이미지를 구성하는 화소의 개수

이다.

지각 손실 (perceptual loss)[14]은 VGG-19와 같은 심층망

에서 상 계층 특징값들을 추출하는데 효율 이라는 것이 최

근 들어 증명되었다. 손실함수에 지각 손실을 용하기 하

여 Equation (4)와 같이 정의하 다.

      ′  ∥′ ∥          (4)

Equation (4)에서 은 VGG-19 망에서 l-번째 특징벡터

(feature map)에 해당한다. 

측하는 제설 이미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과 인공산

물을 없애주기 하여 추가로 총 변동 손실을 Equation (5)와 

같이 정의하 다.

  ′   
 

′  ′   ′  ′   (5)

Equation (5)에서 ′  는 측 제설 이미지의  상에 

있는 화소값을 의미한다.

생성자를 학습하기 해 사용되는 총 손실함수는 앞서 정

의된 Equation (2)에서 Equation (5)까지의 손실함수에 각각 

다른 가 치를 부여하여 Equation (6)과 같이 정의하 다.

  

                 (6)

구분자를 한 손실함수는 측 제설 이미지 와 참된 

제설 이미지 y를 활용하여 Equation (7)과 같이 정의하 다.  

  

     

∼

 




∼



     (7)

4. 실  험

4.1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Snow 100K[15] 데이터를 개발한 송이 

제거용 심층 네트워크의 학습과 실험에 나 어 사용하 다. 

사용 데이터는 100K 장의 합성 강설 이미지와 그에 응하는 

100K 장의 이 내리지 않는 이미지, 그리고 1329 장의 야외

에서 촬 된 실제 이 내리는 상을 포함시켰다. 

입력 상의 종횡비는 통일되지 않아서 정규화를 시킬 필

요가 있었다. 따라서 모든 이미지는 종횡비(aspect ratio)를 

유지하면서 긴 방향의 크기를 640 화소로 정규화 하 다. 무

작 로 10K의 강설 이미지와 정상 이미지 을 선택하여 학

습에 사용하 으며, 선택되지 않은 데이터 군에서 무작 로 

선택한 2K의 이미지 을 선정하여 시험에 사용하 다. 그리

고 실제 강설 이미지는 모두 시험에 사용하여 성능을 검증 

하 다.

4.2 실험 환경

본 에서는 제안 네트워크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구체

인 변수의 설정과 실험방법을 소개한다. Equation (6)의   

값은 경험에 의하여 우수한 성능을 산출하도록[ 1, 0.1, 10, 

0.0001 ]로 설정하 다. 한 학습의 반복은 10, 배치작업의 

크기는 8로 설정하 다. Adam 최 기는 학습율 0.0001로 설

정하여 모든 네트워크 학습에 용하 다. 실험은 인텔(R) i7, 

8GB 메모리와 NVIDIA GTX Titan-X GPU를 이용하여 수

행하 다.

4.3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통 인 방법[16]과 

심층학습기반의 방법[11]을 비교하 다. 공정한 비교를 하

여 강설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안하는 심층 학습모델을 동일

하게 학습시켰다.

실험은 합성 강설 이미지와 실제 강설 이미지 데이터를 모

두 사용하여 진행하 다. 입력 강설 이미지와 측 제설 이미

지의 일부를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이미지의 시각 인 비교에 의하면 Zheng 등[16]의 방법은 

측 제설 이미지에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며 번짐 상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DeblurGAN[11] 방법의 결과는 여

러 곳에서 인공물(artifacts)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의 합성 강설 이미지의 결과를 세 히 찰해보면 

Zheng 등의 방법과 DeblurGAB 방법에서는 동일한 학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알고리즘과 달리 송이의 상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알고리즘은 최상의 

제설 결과를 보여주며 이미지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 로 보

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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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5. Snow Removal Results of Various Methods for Synthetic Snowy Images. (a) Input Image. (b) Zheng et al. [16]. 

(c) DeblurGAN [11]. (d) The Proposed Method. Best Viewed on Screen

Fig. 6의 실제 이 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찰해보면 DeblurGAN 방법도 송이의 제거는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지의 번짐 상이 발생하여 색상의 

값이 희미해지고, 건물의 경계선 등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Zheng 등의 방법은 번짐 상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제안 알고리즘은 송이의 제거도 완 하고 이미지의 

화질이 원본 상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육안에 의한 시각  비교는 찰자의 주 인 감성에 

향을 받을 수 있다. 한 개인 인 선호도에 따라서 이미지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비교에 

사용되는 두 개의 지수, 즉 PSNR과 SSIM을 측정하여 실험 

결과 상의 객 이며 정량 인 비교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PSNR(peak signal-to-noise ratio)은 최 신호 잡음비를 

나타내며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 값에 한 잡음값의 비

율을 계산하는 지수로 화질의 손실정보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된다. PSNR은 주로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8)

Equation (8)에서 P와 Q는 각각 원래의 이미지와 비교하

고자 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log





  log

 
  log   log

     (9)

Equation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평균제곱오차가 분모항

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값이 작을 수 록 더 큰 최 신호 잡

음비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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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6. Snow Removal Results of Various Methods for Realistic Snowy Images. (a) Input Image. (b) Zheng et al. [16]. 

(c) DeblurGAN [11]. (d) The Proposed Method, which are Viewed Best on Screen

신호 잡음비는 사람이 느끼는 주 성을 배제하는 것이 

장 일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 으로 불량한 이

미지도 신호 잡음비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하여 구조정보의 왜곡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사용하며, 이 지수를 구조  유사지

수(structural similarity: SM)라고 정의하 다[17].

SSIM은 두 이미지 간의 평균 밝기(L), 콘트라스 (C)  구

조성(S)으로 Equation (10)-(12)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10)

       

 

 

 
                (11)

        

 
                 (12)

 식들에서 ,    는 각각 이미지의 평균값, 분산  

공분산을 나타내며, ,    은 각각 max , 
max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max는 화소의 
최  밝기를 나타낸다.

Equation (10)-(12)를 용하여 SSIM은 Equation (13)과 

같이 정의된다.

              (13)

Equation (13)에서 상수   는 1로 설정하면 간략한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결과 이미지들의 객 인 평가를 하여 입력 상과 제

설 이미지들의 PSNR과 SSIM을 계산하 다. Table 3에 정리

된 바와 같이 최 신호 잡음비 (PSNR)와 구조 인 안정성

(SSIM)에서 모두 제안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Table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안 방법이 기존의 유명 

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제안 네트

워크에 인셉션 모듈을 사용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DeblurGAN[11]은 일반 CNN 기반의 딥러닝학습을 시킨 반

면, 제안 네트워크에서는 송이 입자의 다양한 크기를 걸러

낼 수 있도록 인셉션 모듈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우수

한 결과를 낼 수있었다. Table 3에 기록된 평균 측 시간을 

보면 제안 알고리즘이 가장 빠른 시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변수의 크기면에서도 Zheng 등의 방

법이나 DeblurGAN보다 작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

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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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 지각 GAN 기반 단일 이미지 제설 방법을 제

시하 다. GAN 네트워크에서 생성자는 인셉션 모듈을 사용

하여 다 해상도 특징값을 추출하도록 하 다. 한 지각 손

실과 총 변량 손실을 용하여 설계한 네트워크를 학습하여 

네트워크의 종합 인 성능을 향상하 다. 합성  실제 강설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 으며,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이 육안에 의한 시각  검사방법과 PSNR과 

SSIM 지수를 사용하는 정량 인 방법 모두에서 기존 방법에 

비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증명하 다. 향후 연

구에서는 제안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송이 이외에도 빗방울

이나 안개 입자 등과 같은 다른 기 입자의 제거를 실험해

보고 반 인 기 입자를 양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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