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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미디어 산업의 발전으로 스토리보드와 같은 선화 이미지의 자동채색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채색 모델 용량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기존 자동채색 연구는 모델 용

량이 최소 567MB 이상으로 모델 용량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채색을 2단계로 나누는 이

중 생성자 구조와 기존 U-Net을 개선한 생성자를 사용해 기존 U-Net에 비해 30%, VGG16/19를 사용한 

기법과 비교해 최대 85% 작은 106MB 모델을 생성했고 FID(Fréchet Inception Distance)를 통한 이미지 

평가결과 512x512px에서 153.69의 채색성능을 얻었다.

키워드: Machine Learning,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Imag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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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미디어 산업에서 펜 터치만 사용한 스토리보드로는 감독이 의도하

는 분위기를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색된 스토리보드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선화 자동채색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2].

선화의 자동채색은 채색할 선화와 참고 이미지 혹은 컬러 스트로크

와 같은 힌트를 입력으로 이미지분할 및 컬러화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해 어려운 문제로 분류된다. 기존 선화 자동채색은 

입력에 따라 스타일 변환, 힌트 입력)으로 나누어진다. 두 기법 모두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3]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도 네트워크 용량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용량이 최소 567MB 이상의 크기를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 

저용량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머신러닝을 사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모델의 추론속도, 서버 부담과 모델의 모바일 

이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 모델 용량을 줄이기 위해 U-Net의 구조를 개선하고, 

이중 생성자 구조를 사용했다.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해 생성자 모델 

용량을 기존 U-Net을 사용한 모델과 비교해 약 30%, VGG16/19를 

사용한 기법과 비교해 최대 85% 작은 100MB급으로 줄였다. 

512x512px 해상도 이미지에서 FID 기준 기존 U-Net을 사용한 

모델과 비교해 대략 7% 낮은 153.69의 채색성능을 얻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사용자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채색방법으로 스타

일 변환 자동채색 연구가 있다. Zhang et al.[1]은 생성자에 VGG16/19 

네트워크를 사용해 압축된 참고 이미지 정보를 입력해 사용자 의도를 

반영한다. 제한적으로 사용자 의도를 반영할 수 있지만 참고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이 복잡하고 네트워크 용량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사용자 의도를 반영하는 또 다른 채색방법으로 선화와 힌트를 

입력하는 연구도 있다. Ci et al.[2]은 U-Net 구조 생성자의 디코더 

레이어에 ResNextBlock을 사용하고 선화의 특징을 추출하는 네트워

크(LFN)를 사용해 채색성능 향상을 하였다. 하지만 ResNextBlock 

과 LFN으로 인해 모델 용량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이중 생성자 구조

효율적인 채색을 위해 초안생성과 채색이라는 2단계로 나뉜 모델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작업을 전담하는 U-Net 구조의 생성자(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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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olorization Model)는 1 단계에서 선화와 사용자 힌트를 

입력받아 128x128px 해상도의 초안 이미지를 생성한다. 2 단계에서 

선화와 초안 이미지의 크기를 입력받은 선화의 크기인 512x512px 

해상도로 키워서 채색 작업을 진행한다. 첫 번째 생성자의 적대적 

학습을 위한 분류자는 DCGAN[4]구조를 사용하였다.

2. Additive U-Net

Fig. 1. AU-Net 구조

                (25) 

기존 U-Net의 경우 인코더(좌측)에서 받은 feature map을 디코더

(우측)에 연결하는 구조를 가진다. U-Net을 구성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서 파라미터는 식 (1)과 

같이 입출력 필터에 비례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디코더(우측)

에 입력되는 필터 수가 늘어나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dditive U-Net (AU-Net, 그림 3)의 경우 

추출된 특징을 연결하지 않고 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 U-Net과 비교해 필터 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

로 파라미터 수(모델 용량)를 줄일 수 있다.

3. 실험 및 결과

모델 용량은 생성자의 파라미터 수 그리고 직렬화시켜 저장한 

생성자 모델 용량을 비교한다. 실험결과 그림 4와 같이 기존 U-Net과 

비교해 약 30% 작은 13,071,072개의 파라미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

다. 모델 용량의 경우 생성자 두 개를 합쳐 약 기존 U-Net 모델 

용량 148MB에서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면 106MB로 용량이 줄었다.

채색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FID 을 사용하여 원본과 생성 이미지를 

평가하였다. FID 정량법은 값이 낮을수록 높은 품질을 나타낸다. 

원본에서 추출한 힌트 수(픽셀 개수)를 140개로 고정하였을 때 기존 

U-net 구조와 비교해 6.89% 높은 153.69의 값을 얻었다. 하지만 

약 7%의 정량적인 수치 차이로는 시각적인 결과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Fig. 2. 파라미터 수 비교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선화 자동채색 모델의 경량화를 위해 기존 U-Net의 

구조를 개선한 이중 생성자 채색기법을 제안했다. 실험결과 두 개의 

생성자를 합쳐 106MB의 모델 용량을 사용해 기존 U-Net 구조와 

비교해 FID 기준 대략 7% 높은 153.69의 채색성능을 가진다. 기존 

U-Net 구조와 비교해 30% 그리고 VGG16/19를 사용한 기법[2, 

3]에 비해 최대 85% 작은 모델 용량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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