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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을 위한 새로운 오차 함수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함수모

델은  기존 오차함수가 반영하지 못하던 채널 간 오차비율정보를 반영하여 기존 오차함수에 비해 빠른 초기 

수렴속도와 더 좋은 FID값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기존의 오차함수모델에 

비해서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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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GPU의 발전과 딥 러닝을 활용한 기술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생성자의 출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다[1, 2]. 이러한 접근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원본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간의 차이를 norm을 사용하여 정량화 

하는 방법[1]과 원본과 생성된 이미지를 미리 훈련된 네트워크에 

통과시킨 뒤 norm을 사용하여 정량화하는 방법이다[2]. 이를 통해 

기존의 GAN 기법보다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다[1, 2]. 

하지만 norm만을 사용한 정량화는 색 채널이 가지는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량화 기법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Image to image 변환에서 원본과 생성자의 출력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오차함수를 사용하여 생성자를 조절하는 방법들이 제안되

었다[1, 2, 3]. 먼저, 이미지 간의 차이를 RGB 공간에서 L1/ L2 

오차 함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1, 3]. 생성자의 오차함수는 

식 (1)과 같이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에서 는 feature space에서의 이미지간 차이, 는  

adversarial loss를 나타낸다. 를 통해서 학습을 안정화[3] 했고, 

실제에 가까운 이미지[1]를 생성할 수 있었다. Ci et al[2]는, 색 공간 

외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식 (2)와 같은 오차함수를 사용했다[2].

 




  (2) 

여기서 C는 feature space로 매핑하는 함수, G는 생성자, x는 

noise vector, y는 ground truth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제안 기법

관련 연구들이 제안하는 오차 함수 기법들은 RGB 색 공간 전체를 

feature space로 본다. 이 접근은 어떤 오차함수를 사용해도 오차는 

RGB 채널 간 오차의 평균이기 때문에 오차 비율 정보는 버려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채널을 

독립된 feature space로 보는 새로운 오차함수를 제안한다. 먼저, 

각 채널의 L1 loss 식 (3)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RGB는 채널, 

t는 ground truth, f는 생성자의 출력을 의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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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구한 각 채널의 L1 loss를 모두 더한 뒤 이를 채널 

오차를 나눠 비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4)

식(4)을 통해 비율이 보정된 L1 loss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5)

제안하는 기법을 실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사용했다[4].

    log log  (6)

(6)에 (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추가하면 생성자의 

학습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1].


     

 (7)

식 (6)과 (7)을 고려하면 식 (8)과 같은 최종 목적함수를 얻는다.

   arg min max  
 (8)

식 (6), (7), (8)에서 x는 원본 이미지이고, y는 원본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 선화 이미지, z는 원본이미지에서 추출한 컬러 픽셀이다. 

식(8)에서 λ는 L1 loss 가중치이다. 

2. 실험환경 및 모델

제안된 기법의 실험은 Intel i7, 64GB RAM, RTX2080Ti, 

Tensorflow로 진행했고, 사용된 CNN 모델[4]은 그림 1과 같이, 

U-Net 구조를 사용했고 원본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었다. 데이터 

셋은 자체 데이터 셋 150만장을 사용했다. ADAM을 사용해 최적화 

했고 배치는 4이며 하이퍼파라미터는 다음 식 (9)과 같다.

              (9)

Fig. 1. Network model 구조

3. 결과

Fig. 2. 검증 오차

제안된 기법 기존 기법

L1 loss 값 0.17352 0.17346

FID 값 307.87 351.02

평균 기울기 값 -1.3 -1(기준값)

Table 1. 실험 결과

동일한 함수로 오차를 정량화 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오차의 차이를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 약 8%가량 낮은 값을 가졌다.

IV. Conclusions

이후 진행된 학습에서 유사한 L1 loss값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샘플링해 FID(frechet inception distance)를 계산한 결과, 다음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빠른 수렴 속도와 좋은 FID값을 얻었다. 

이후 다른 네트워크 모델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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