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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단일의 옷감 이미지로 가상의 그래픽 렌더링을 위해 Pix2Pix 방법을 이용하여 Normal map 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단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Normal map 를 생성하기 위해, Color image 와 

Normal map 쌍의 training dataset 을 Pix2Pix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시킨다 또한, test dataset 의 Color image 를 

입력으로 넣어 생성된 Normal map 결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오던 U-Net 방식의 방법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Pix2Pix 를 이용한 Normal map 생성 결과를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으로 비교 

평가한다. 또한, 생성된 Normal map 을 렌더링하고자 하는 가상 객체의 사이즈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하여 

OpenGL 로 렌더링한 결과를 확인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단일의 패턴 이미지를 Pix2Pix 로 생성한 Normal 

map 으로 옷감의 디테일을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교신저자 

1. 서론 

 

빛에 반사되는 옷감의 형태를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Color 이미지와 함께 Normal map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실제 표면에 굴곡이 있는 옷감의 경우에는 Normal 

map 을 활용하는 빛의 반사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Normal map 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Photoshop 이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작업이 필요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딥 러닝을 이용하여 단일 

이미지의 Normal map 을 생성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 선행연구에서는 Autoencoding 방식의 U-Net 을 

이용하여 단일의 이미지를 Normal map 으로 변환하였다[1][2]. 

U-Net 의 경우에는 encoding 과 decoding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정보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위주로 되었다[5]. 

그러나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영상 변환 및 생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반의 

Pix2Pix 방식으로 Normal map 을 생성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절에서는 Color Image, Normal map 쌍으로 구성된 231 개의 

Dataset 을 Training set 과 Test set 으로 구분하여 Pix2Pix 로 

Training Set 을 학습시킨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3 절에서는 학습된 결과를 Color Image 를 이용해 생성된 

Normal map 과 선행연구의 방식으로 생성된 Normal map 을 

각각 Ground Truth Normal map 과 비교 평가한다. 비교 평가를 

위해서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를 이용하여 Ground 

Truth 에 해당하는 Normal map 과 각 방식으로 생성된 Normal 

map 의 구조적 유사도를 판단한다. 또한, 4 절에서는 각 방식으로 

생성된 Normal map 을 OpenGL 로 Rendering 된 결과를 

257



2020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육안으로 비교 평가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패턴이 있는 옷감 

텍스처를 보다 사실감 있게 렌더링하기 위해 Pix2Pix 방법으로 

Normal map 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Pix2Pix기반의 Normal map 생성 

 

기존의 선행연구는 Color image 를 Auto encoding 방식의 

U-Net 으로 Normal map 을 생성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았다[1]. 

Auto encoding 의 압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Down sampling 에서 발생하는 특징들을 Up 

sampling 시에 함께 반영하였다[1]. 또한 Global feature 를 전체 

학습과정에 반영하여 정보의 손실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2]. 본 논문에서는 이와 달리, GAN 기반의 

생성 모델인 Pix2Pix 를 통해서 Normal map 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Pix2Pix 의 경우에는 Generator(G)와 

Discriminator(D)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GAN model 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3]. Pix2Pix 로 Normal map 을 학습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 그림 1 과 같이 구성되었다. 학습을 

위해서 231 개의 Color image(256x256)와 학습의 목표 영상에 

해당하는 Normal map(256x256)을 이용하여, Training 

Set(80%)와 Test Set(20%)으로 나누었다. 

학습을 위한 Dataset 의 경우에는 Pixar Textures 를 

사용하였다[4]. Pix2Pix 의 내부적 구조를 살펴보면, Generator 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차용되었던 U-Net 을 동일하게 

사용한다[5]. 또한 Loss Function 도 마찬가지로 

L1(reconstruction loss)과 cGAN(adversarial loss)을 함께 

사용하여 U-Net 에서의 성능을 선행연구에 비해서 끌어올릴 수 

있었다[선행 5]. Generator 에서는 Ground Truth 영상과 생성된 

영상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인 L1 loss 를 

사용하여 저주파 영역에 집중을 하고, PatchGAN 을 사용하는 

Discriminator 의 경우에는 patch 단위로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고 이를 평균을 취하게 되어 고주파에 집중하게 된다[5]. 

이를 통해서 더욱 선명한 Normal map 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후 비교 평가를 위해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 

선행연구의 U-Net 방식으로 추가 학습을 수행하였다[1]. 

3. SSIM 비교 

 

Pix2Pix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U-Net 방법의 결과를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원본 영상과 각 방법의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다. SSIM 은 구조적 유사 지수를 

의미한다[6]. 보통 영상의 압축 및 변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왜곡에 대해 원본 영상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MSE(Mean Square Error),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방법보다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6]. SSIM 의 경우에는 구조 

정보의 왜곡 정도가 사람이 지각하는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서 원본 이미지 x 와 왜곡 이미지 y 의 밝기, 콘트라스트, 

구조를 비교한다[6]. 이를 반영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2). 

 

 

그림 2.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의 식과 설명 

Ground Truth 와 Pix2Pix 방식으로 생성한 Normal map 의 

SSIMPix2Pix 와 Ground Truth 와 U-Net 방식으로 생성한 Normal 

map 의 SSIMU-Net 을 각각 구한다. Test dataset(46 개 samples)에 

대해 그 차이를 구한 결과가 그럼 3 과 같다. 

 

그림 3. Ground Truth Normal map 과 Pix2Pix 방법의 Normal 

map 사이의 SSIMPix2Pix 과 Ground Truth Normal map 과 U-

Net 방법의 Normal map 의 SSIMU-Net 의 차이 

Test dataset 의 samples 중에서 60%이상의 sample 에서 

Pix2Pix 를 이용하여 생성한 Normal map 과 Ground Truth 의 

Normal map 사이에서 구한 SSIM 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Normal map 생성을 위한 Pix2Pix 네트워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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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rmal Map 및 렌더링 결과 비교 

 

Ground Truth Normal map 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인 

Pix2Pix 를 이용하여 생성한 Normal map, 그리고 U-Net 을 

사용한 경우 예측된 Normal map 을 그림 4 와 같이 육안으로 

비교한다. U-Net 의 경우에는 압축과 해제 과정의 학습을 통해서, 

detail 한 부분의 feature 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pix2pix 방법을 사용한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feature 를 U-Net 에 비해 비교적 feature 들을 Ground 

Truth 와 유사하게 생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Ground 

Truth 에서 feature 가 없어야 할 부분에도 feature 가 생성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림 4. [위-big peddles, 아래-panda fur]: (a)Ground Truth 

Color image, (b)Ground Truth Normal map, (c)Pix2Pix 의 

Normal map, (d)U-Net 의 Normal map 

 

 

그림 5. Flower pattern (a)Ground Truth Color image 

(256x256), (b)Ground Truth Normal map, (c)Pix2Pix 의 

Normal map, (d)U-Net 의 Normal map, (d)랜더링을 위한 

Color image size 변경(1024x1024), (e) Pix2Pix 의 Normal map 

size 변경(1024x1024) 예시 

실제로 Flower pattern 의 옷감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랜더링 

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5 와 같이 랜더링을 위해서 Color 

image 와 Normal map 의 size 를 256x256 에서 1024x1024 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림 6 과 그림 7 에서 만들어진 Ground 

Truth Normal map 과 생성된 방법들의 Normal map 을 

이용하여 실제 Rendering 한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6. 세 가지 이미지는 동일한 Color image 를 사용하였고, 

(a) Ground Truth Normal map, (b) Pix2Pix 의 Normal map, 

(c) U-Net 의 Normal map 으로 가상의 바지에 랜더링한 결과 

((x,y,z = (0,0,30))위치의 점 광원, 100W, 주변광(1.0)) 

그림 6 은 주변광이 밝은 상황(1.0)에서의 랜더링 결과를 

비교한다. 이 때에는 Ground Truth 대비 생성된 normal 

map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림 7 과 같이 

주변광이 어두운 경우(0.3)에는 Pix2Pix 의 normal map 과 U-

Net 의 Normal map 으로 각 Rendering 된 결과에서 빛의 

반사특성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붉은색 네모 

박스처럼 그림 7 의 (b)Pix2Pix 로 만들어진 Normal map 을 

렌더링했을 때가 (c)U-Net 으로 생성된 Normal map 으로 

렌더링된 바지에 비해 빛의 반사 효과를 더욱 잘 표현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은 단일의 옷감 이미지로 Pix2Pix 를 이용하여 

Normal map 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Ground Truth 에 

해당하는 Color image 와 Normal map 쌍을 Training 

dataset 으로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Test dataset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된 방법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사용된 U-Net 방식의 Normal map 을 동일한 

dataset 에 대해 적용하였다. 그리고 Ground Truth Normal 

map, Pix2Pix 의 Normal map 사이의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과 Ground Truth Normal map, U-Net 의 

Normal map 사이의 SSIM 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60%의 sample 에서 Pix2Pix 방식이 Ground Truth 와 

구조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실제 가상의 객체에 

각 방법으로 생성된 Normal map 을 적용하여 Rendering 된 

결과를 육안으로도 확인하여 더욱 반사특성을 잘 표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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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a) Ground Truth Normal map, (b) Pix2Pix 의 Normal 

map, (c) U-Net 의 Normal map 으로 가상의 바지에 랜더링한 

결과 ((x,y,z = (-10,0,40))위치의 점 광원, 100W, 주변광(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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