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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탑 이미지를 비롯해 낮은 해상도의 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탑 이미지의 화질 개선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빠르게 개선을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S) 알고리즘에서 SrGAN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미지 생성, 이미지 복원, 해상

도 변화 분야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GAN 알고리즘을 화질 개선에 적용해 

보았다. 탑 이미지에 GAN 알고리즘 중 SrGan을 적용하였으며 실험한 결과 Srgan 알고리즘은 학습이 진행

되었으며, 낮은 해상도의 탑 이미지가 높은 해상도, 초고해상도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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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탑 이미지를 비롯해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화질을 복원하기 위한 실제 GAN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GAN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향후 GAN 알고리즘으로 탑 이미지 개선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2절에서는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와 3절에서는 GAN 알고리

즘 소개와 결과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4절에서는 문제점을 분석하

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s)은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조합, 변형하는 알고리즘이다

[1]. GAN 기술을 활용하면 적은 양의 데이터로 원본 이미지 예측이 

가능하며 모델을 특정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의 

이미지 처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딥러닝 기술은 학습데이터에 대하여 

다층의 인공 신경망 하나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였지만[2], 

GAN은 2개의 인공 신경망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시각

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모델을 만드는 1개의 

생성 신경망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한다[3].

그림1과 같이 GAN은 Generator (생성자)와 Discriminator(판별

자) 두 개의 모델이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한다. GAN 알고리즘이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한 연구가 되어 Fig.1 같이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4]. 그림2는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

로 입력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Fig. 1. Direction of G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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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ing and synthesizing 3D shapes 

III. The Proposed Schem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s)은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조합, 변형하는 알고리즘이다. 

GAN 기술을 활용하면 적은 양의 데이터로 원본 이미지 예측이 

가능하며 모델을 특정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의 

이미지 처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딥러닝 기술은 학습데이터에 대하여 

다층의 인공 신경망 하나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GAN은 

2개의 인공 신경망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시각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모델을 만드는 1개의 생성 

신경망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한다.

GAN은 Generator (생성자)와 Discriminator(판별자) 두 개의 

모델이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한다. GAN 알고리즘이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한 연구가 되어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5].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3은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로 국내 탑인 미륵사지 석탑을 

기준으로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인공지능을 통한 화질개선

은 그림 4과 같다. 원본 이미지보다 화질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특히 

SrGAN를 활용해서 화질이 개선되어 향후 복셀 방식의 3D 탑-복원에 

적극 활용 될 것으로 생각한다.

Fig. 3. training data

Fig. 4. SrGAN result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GAN 알고리즘 중 SrGAN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하여 

탑 이미지 화질 개선을 시도하였다. 화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이 

뚜렷한 이미지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실험 결과 탑 원본 이미지를 입력하여 저해상도 이미지와 고해상도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실험을 통해 다양한 인공지

능 학습데이터를 더욱 구분이 선명하게 될 수 있는 성능 개선을 

하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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