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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야간 도로 영상을 보정하여 주간 영상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영상 변환 딥러닝 

알고리즘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G AN )를 기반으로 주야간 도로 영상을 학습시켜 주야간 상호 

변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한다. 우선, 입력 영상에 대해 변환된 영상을 출력하는 generative networ k 를 

정의한다. 또한, 변환된 영상을 다시 본래 영상으로 변환하는 inverse  network 를 정의한다. Generative  

network 와 inverse  network 를 모두 통과한 결과 영상과 본래 영상의 차 영상을 통해 손실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파라미터를 목적에 맞게 학습시킬 수 있다. 또한, generative network 를 통과한 결과 영상과 

목적하는 영상을 구분하는 discrimination network 를 정의하여 discrimination network 와 generative 

network 의 minimax two- player game 을 통해 변환된 영상이 실제 목적 영상과 유사하도록 유도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야간 도로 영상의 보정을 수행하면 주변 물체 인식이 어려운 야간 영상을 물체 

인식이 용이한 주간 영상으로 변환 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들어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안전과 관련된 기술이 

급격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은 대부분 

낮 시간보다는 시야가 제한된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자주 

발생한다.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를 통해 차량 주변의 

이동물체를 감지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직접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상을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개선시켜주는 기술이 

요구된다. 

[1]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GAN) 은 실제와 

같은 영상을 인공적으로 생성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GAN 알고리즘의 또 다른 응용분야는 

주어진 입력 영상을 원하는 특성을 가진 영상으로 변환하는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GAN 알고리즘은 목적하는 영상을 

생성하는 generator 와 인공적으로 생성 혹은 변환된 영상을 

실제 영상과 구별해 내는 discriminator 로 구성된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generator 는 discriminator 가 구별하지 

못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도록 학습되고, discriminator 는 

generator 가 만든 영상과 실제 영상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된다. 이와 같이 generator 와 discriminator 의 minimax 

two- player g ame 을 통해 GAN 알고리즘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2]영상 특성 변환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GAN 알고리즘으로 pix2pix 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pix2pix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에 대해 목적 영상(우리가 부여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 영상)이 쌍으로 존재 해야 하는 제한 요소가 

있다. 따라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3]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CycleGA N 이다. 

CycleGAN 은 입력 영상에 대해 목적 영상 쌍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로 인한 성능의 손실을 막기 위해 Cycle 

consistency 개념이 도입된다. Generator 를 통해 변환된 

영상을 본래 영상으로 재 변환하는 inverse network 가 

추가된다, Inverse network 를 통해 재 변환된 영상이 본래 

입력 영상과 동일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generator 를 통한 

변환 과정에서 입력 영상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야간 도로 영상은 입력 영상과 쌍을 

이루는 목적 영상(주간 도로 영상)을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CycleGAN 

을 적용한 시스템 구현을 제안하였다. 입력 영상과 목적 

영상으로 각각 야간 도로 영상과 주간 도로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학습시킴으로써 야간 도로 영상 보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CycleGAN 에 

대해 살펴본 후, 3 절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결과를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4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CycleGAN 
CycleGAN 은 4 개의 Network 로 구성된다. 입력 

영상을 목적 영상으로 변환하는 generator(G) 와 목적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되돌리는 inverse network(F), 

그리고 generator 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과 실제 목적 

영상을 구분하는 discriminator(D Y)와 Inverse 

network 를 통해 재 변환된 영상과 실제 입력 영상을 

구분하는 discriminator (D X)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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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ycleGAN 은 두 개의 Mapping function(G : X → Y, 

F : Y → X)과 두 개의 associated adversarial 

discriminators(D Y, DX)를 포함한다. DY 는 G 가 X 를 변환하여 

Y 영역의 다른 영상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며, 

DX는 이와 정반대로 동작한다. 

 

이 4 가지 Network 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손실 

함수에 의해 학습된다. 첫 번째는 generat or(G)와 

discrimina tor( DY)의 adversarial loss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해당 손실 함수는 generator(G) 와 

discriminator(D Y)의 minimax problem 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inverse network(F) 와 discrimination(D X)의 

adversarial loss 로 위 손실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다. 

위 손실 함수에서 DY 대신 DX, G 대신 F 를 사용하면 

inverse network(F) 와 discrimination(D X)의 

adversarial loss 가 된다. 마지막은 generat or 와 

inverse network 를 통과하여 재 복원된 영상이 본래 

영상과 동일한 지를 나태내는 손실함수로 다음과 같다. 

 

 이렇게 구한 세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결합되어 

최종 손실이 된다. 

 

 이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4 개의 network 가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generator 가 입력 영상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출력 영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3. 학습 결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2000 장으로 야간 도로 영상과 

주간 도로 영상 각각 약 1000 장씩을 사용하였다. 학습 횟수는 

50 epoch 으로 진행하였고 input resolution 은 256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 를 통해 야간 도로 영상이 generative 

network 를 통과하여 자연스러운 주간 도로 영상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CycleGan 결과 예시 영상 

4. 추후 연구 
Input resolution 이 256 인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변환 영상

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resolution 이 더 큰 영상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좀 더 어두운 야간 영상

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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