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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GB, Infrared (적외선), Near Infrared (근적외

선) 등 많은 종류의 카메라가 CCTV, 차량용 카메

라, 휴대용 카메라, 군사용 카메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RGB 영상의 경우에는 가시

광선이 거의 없는 야간 환경에서 영상을 찍으면 정

보가 거의 없어 사람이나 컴퓨터 시스템이 영상을 

해석하기가 까다롭다. 따라서 야간 환경에서 의미가 

있는 정보를 갖는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적외선 파

장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적외선 카메라의 경우, 

촬영을 통해 얻어지는 영상은 단일 채널의 영상이

다. 사람이나 컴퓨터 시스템은 다채널 영상으로부터

의 인식 성능이 높으므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얻

은 영상을 RGB 칼라 영상으로 색상화하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사용자가 seed 컬러를 지정하고 색상

화하는 방법 [1]이 개발되었으나, 딥러닝 기술의 도

입으로 사용자 개입 없이 적외선 영상을 자동으로 

색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2-6]. 하지만 휘도 성

분이 다소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딥러닝으로 색상화를 하는 몇 가지 모델

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 후, 색상화 성

능 향상을 위한 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후

처리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알고

리즘의 우수성을 보인다.

Ⅱ. 딥러닝에 의한 색상화 분석

딥러닝을 사용한 색상화 방법은 픽셀 단위의 세

그멘테이션 모델 [5]과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DCGAN 모델 [6]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본 논문에서

는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한 색상화 개념을 설명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의 학습을 위해 [EPFL-IC-IVRL]에서 제공되는 

NIR-RGB dataset을 사용하였다. 이 dataset은 

1024*680의 해상도를 갖는 총 477쌍의 NIR-RGB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학습에 332장의 이

미지, 테스트를 위해 145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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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egNet 구조

Fig. 1 SegNet architecture

그림 2. SegNet 기반의 색상화 모델

Fig. 2 SegNet based colorization model 

1. SegNet 기반 색상화 모델

세그멘테이션의 대표적 모델인 SegNet [7]은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SegNet을 기반으로 한 색

상화 모델 [5]은 그림 2와 같이 SegNet 구조를 

RGB이미지의 각 채널 학습을 진행하여 입력 NIR 

이미지를 색상화 한다.

SegNet 기반의 색상화 모델을 이용한 NIR 이미

지 색상화 결과는 그림 3의 오른쪽과 같다. 가운데

의 실제 이미지와 비교하여 에지 부분이 모호하다. 

이와 같은 원인 분석을 위하여 그림 4에 원본 이미

지의 Y채널과 색상화 결과 이미지의 Y채널을 비교

하였다. 원본 Y채널과 비교했을 때, 출력 이미지의 

픽셀 값이 낮고, 에지 성분들이 모호하여 이미지의 

세부적인 특징이 표현되지 못하고 영상 정보 손실

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RGB 이미지

의 색감과 에지 성분을 강화하기 위한 후처리가 필

요하다.

그림 3. SegNet 기반의 색상화 결과

Fig. 3 SegNet based colorization results 

그림 4. 원본과 출력 이미지의 휘도 성분 비교

Fig. 4. Comparison of luminance components 

between ground truth and output images

2. DCGAN 기반 색상화 모델

DCGAN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Generator 모델

과 이미지를 판별하는 Discriminator 모델로 구성

되는데 DCGAN 구조 기반의 색상화 모델 [6]은 그

림 5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DCGAN 

기반 색상화 모델은 Generator 신경망의 U-Net 

[8]과 Discriminator 신경망의 CNN이 서로 대립하

며 학습한다. 학습 과정에서는  Generator 신경망

에 NIR 이미지를 입력하면 색상화 이미지가 생성되

며, Discriminator가 Generator의 생성 이미지와 

Ground truth를 참/거짓으로 번갈아가며 판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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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CGAN 기반 색상화 모델 학습 알고리즘 

Fig. 5 DCGAN based colorization model 

training algorithm

그림 6. DCGAN 기반의 색상화 모델

Fig. 6 DCGAN based colorization model

서 두 신경망 모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된다.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신경망을 완성하고 그림 6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신경망 중 Generator 부분만

이 최종적으로 DCGAN 기반의 색상화 신경망으로 

사용된다.

[6]에서 색상화에 사용된 DCGAN 신경망 구조

는 Convolutional layer, Pooling layer. ReLU 

activation layer 등으로 이루어진 Generator와 

Convolut ion layer,  Batch normal izat ion, 

LeakyReLU, Dropout, Max pooling layer을 포함

하는 Encode unit으로 이루어진 Discriminator로 

그림 7. DCGAN 기반의 색상화 결과

Fig. 7 DCGAN based colorization results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을 사용한 색상화 결과는 그

림 7에 나타내었는데 색상화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SegNet 모델 기반에 비교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색

감을 보인다. 하지만 결과 이미지의 에지 부분이 모

호하고 그림 7 (a)에서는 울타리와 같은 영상 정보

가 손실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SegNet과 마찬

가지로 에지 성분을 강화하는 후처리 방법이 필요

하다.

Ⅲ. 제안하는 후처리 알고리즘

3장에서는 기존 색상화 결과 이미지의 특징을 

강화하여 색상화 품질을 개선하는 후처리 방법을 

서술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색상화 결과 이미지의 

휘도 성분 Y채널과 입력 NIR 이미지의 웨이블릿 

퓨전으로 수행하는데 웨이블릿 융합 파라미터 선택

과 웨이블릿 기법에 대한 선택을 성능 분석과 함께 

진행한다.

1. 제안하는 시스템 개요

이미지 융합은 보편적으로 두 이미지의 특징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많은 영상 정보를 나타내

기 위해 사용된다. 두 신경망 [5, 6]의 칼라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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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딥러닝과 웨이블릿 융합에 의한 색상화

Fig. 8 Colorization by deep-learning and 

wavelet fusion

이미지의 에지 성분이 모호하고 손실되는 영상 정

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색상화 품질이 떨어진다. 

YCbCr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여 CbCr의 색감 정보

는 색상화 결과를 그대로 가져가되, Y채널의 경우, 

입력 NIR 이미지의 경우 휘도 정보가 원본과 동일

하게 포함되어 있어 색상화 결과에 적용이 가능하

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이미지의 휘도 성분을 강

화시켜 색상화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입력 NIR 이미지가 딥러닝에 의해서 색상화가 

된 RGB 이미지가 출력이 되면 이를 YCbCr 색공간

으로 변화시킨다. 입력 NIR 이미지와 YCbCr로 변

환된 이미지의 Y채널을 웨이블릿 융합한다. 융합된 

Y’ 이미지는 이전의 변환된 CbCr 채널과 합치고 다

시 RGB 이미지로 변환하여 최종 색상화 이미지로 

출력된다.

2. 웨이블릿 융합 파라미터 선정

입력 NIR 이미지와 색상화 결과 이미지의 휘도 

성분을 웨이블릿 기반의 이미지 융합을 하였다. 웨

이블릿 융합은 크게 세 과정으로 나뉜다. 첫째 과정

은 융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웨이블릿 분해를 진

행하여 이미지를 분해한다. 그림 9는 DCGAN 결과 

이미지의 Y채널과 입력 NIR 이미지를 1단계 웨이

블릿 분해한 결과이다. 웨이블릿 분해를 통해 얻은 

이미지에서 저주파 성분 LL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근삿값 성분을 나타내고 그 외 고주파 성분들은 이

미지의 전체적인 세부값 성분을 나타낸다. 둘째 과

정은 분해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융합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는 고주파 성분을 통해서 에지 

성분이 강화되고 저주파 성분을 통해서 이미지의 

근삿값으로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주파, 고주파 

성분 별로 융합을 진행한다. 셋째 과정은 융합 이미

지를 웨이블릿 역변환을 수행하여 최종 이미지를 

얻는다.

그림 9. 웨이블릿 변환 및 이미지 융합

Fig. 9 Wavelet transform and image fusion

Model SegNet DCGAN

Fusion parameter
(approximations/details) 15.2465 19.1616

Max/Max 16.6171 19.1206

Max/Mean 16.6371 19.1446

Max/Min 16.5875 19.0925

Mean/Max 16.1020 18.4486

Mean/Mean 16.1545 18.5055

Mean/Min 16.0925 18.4358

Min/Max 14.8349 16.6689

Min/Mean 14.8480 16.6852

Min/Min 14.8286 16.6687

Wavelet method : haar / 1 level decomposition

표 1. 융합 파라미터에 따른 PSNR

Table 1. PSNR according to fusion parameters

웨이블릿 융합에서의 첫째 과정 중 근삿값 및 

세부 값을 결정하는 융합 파라미터 설정을 위해 각 

파라미터 선택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1은 

haar 웨이블릿 1단계 분해를 사용해서 Ground 

truth 이미지와의 PSNR 비교인데 DCGAN, 

SegNet 모델 모두 근삿값은 최댓값을,  세부 값은 

평균값을 사용한 융합 방법이 가장 높은 PSNR을 

보인다. 같은 방법으로 Symlets4 (sym4), 

Daubechies2 (db2)에 대하여도 실험을 수행하여 

융합 파라미터는 최댓값과 평균값으로 설정한다.

3. 웨이블릿 방법과 분해단계 선정

3.2절에서 융합 파라미터를 설정 방법을 선택하

였는데 3.3절에서는 3가지 웨이블릿 기법에 따른 

분해 단계별 결과를 분석하여 각 딥러닝 모델에 대

한 웨이블릿 기법과 분해 단계를 선정한다. 표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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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egNet DCGAN

Wavelet method

/ decomposition level
15.2465 19.1616

haar

1 16.6371 19.1446

2 16.6266 19.1774

3 16.6119 19.1957

4 16.5950 19.2158

5 16.5757 19.2346

sym4

1 16.6345 19.1410

2 16.6313 19.1729

3 16.6180 19.1894

4 16.6028 19.2097

5 16.5851 19.2356

db2

1 16.6344 19.1428

2 16.6294 19.1738

3 16.6176 19.1931

4 16.6012 19.2120

5 16.5849 19.2375

표 2. 웨이블릿 기법과 분해단계에 따른 PSNR

Table 2. PSNR according to wavelet method 

and each decomposition step

사용된 dataset 중 145장의 Ground Truth 이미지

와 후처리 결과 이미지의 PSNR을 평균으로 계산하

여 나타낸 결과이다. SegNet 색상화 모델은 후처리 

결과, 1단계 분해부터 5단계 분해까지 모든 분해 

단계가 PSNR이 증가하였고, DCGAN 색상화 모델

은 2단계 분해부터 PSNR이 증가하였다. 색상화에 

사용된 두 가지 딥러닝 모델에 대하여 3가지 웨이

블릿 기법 사이에 PSNR 차이는 작으며, 웨이블릿 

분해 단계별 PSNR 결과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DCGAN 모델 같은 경우, PSNR이 최대 

0.0759 (dB), SegNet은 1.3906 (dB) 증가했다. 

PSNR이 가장 많이 증가한 웨이블릿 기법과 분해 

단계에서 DCGAN은 최소 0.0458 (dB)부터 최대 

0.1027 (dB)까지, SegNet은 최소 0.9523 (dB)부터 

최대 1.5496 (dB)까지 모든 테스트 이미지의 

PSNR이 증가했다. 따라서 SegNet 색상화 모델의 

후처리는 가장 PSNR이 높은 harr 1단계 분해를 사

용하고 DCGAN 색상화 모델은 db2 5단계 분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최종 색상화 이미지 가시성 고찰

그림 10과 11에는 두 가지 딥러닝 모델에 대하

여 입력이미지, Ground Truth 이미지, 딥러닝 색상

화 이미지 및 웨이블릿 기반 이미지 융합 후처리 

그림 10. SegNet 기반 색상화 이미지와 

후처리에 따른 가시성 비교

Fig. 10 Comparison of visibility SegNet 

based colorization and post-processing

그림 11. DCGAN 기반 색상화 이미지와 후처리에 

따른 가시성 비교

Fig. 11 Comparison of visibility DCGAN based 

colorization and post-processing

결과 이미지를 각각 보이고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

즘을 적용한 후처리 이미지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색감이 개선되고 손실된 에지를 표현함으로써 시각

적으로도 색상화 품질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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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색상화 모델에 대

하여 성능 개선을 위한 후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다

양한 실험을 통하여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딥러

닝 기반 색상화 이미지의 휘도 성분과 입력 NIR 이

미지를 웨이블릿 기반의 융합을 진행하여 에지 성

분과 손실된 영상 정보를 개선하였다. 웨이블릿 융

합 과정에 요구되는 웨이블릿 파라미터 설정, 웨이

블릿 방법 및 단계 선택을 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

였는데, 융합 파라미터에 따른 성능과 haar, sym4, 

db2 웨이블릿 기법에 대하여 1~5단계의 분해에 따

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융합 파라미터는 

근삿값에 대해 최댓값을 세부 값에 대하여 평균값

을 취하여 융합하였을 때가 가장 성능이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각 모델의 PSNR을 고려하였을 때, 

SegNet 색상화 모델의 경우는 haar 웨이블릿 1단

계 분해, DCGAN 색상화 모델의 경우는 db2 웨이

블릿 5단계 분해를 사용한 이미지 융합이 가장 적

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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