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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이용한 손실된 깊이 영상 복원

나 준 엽a), 심 창 훈a), 박 인 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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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이용한 비감독 학습을 통해 깊이 카메라로 깊이 영상을 취득할 때 발생한 손
실된 부분을 복원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3D morphable mode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3DMM CNN)와 large- 
scale CelebFaces Attribute (CelebA) 데이터 셋 그리고 FaceWarehouse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학습용 얼굴 깊이 영상을 생성하고 deep 
convolutional GAN (DCGAN)의 생성자(generator)와 Wasserstein distance를 손실함수로 적용한 구별자(discriminator)를 미니맥스 게
임기법을 통해 학습시킨다. 이후 학습된 생성자와 손실 부분을 복원해주기 위한 새로운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또 다른 학습을 통해 최
종적으로 깊이 카메라로 취득된 얼굴 깊이 영상의 손실 부분을 복원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restoring corrupted depth image captured by depth camera through unsupervised learning us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The proposed method generates restored face depth images using 3D morphable mode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3DMM CNN) with large-scale CelebFaces Attribute (CelebA) and FaceWarehouse dataset for training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DCGAN). The generator and discriminator equip with Wasserstein distance for 
loss function by utilizing minimax game. Then the DCGAN restore the loss of captured facial depth images by performing another 
learning procedure using trained generator and new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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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조적 조명이나 Time-of-flight (ToF) 방식의 깊이 카메

라는 깊이 영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장면의 특성에 따라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얼굴의 경우, 손이나 안경에

의한 가리어짐에 의해 깊이 정보를 손실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잡음 제거를 위한 영상 후처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주는 알고리즘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가리어짐에 의해 완전

히 정보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영상을 복원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깊이 카메라의 특성 상 발생하는 손실

에 대해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1][2]. 또한 깊이와

RGB 영상에서의 텍스처를 이용한 패치 기반의 인페인팅

(inpainting)을 통해 일반적인 깊이 영상에서의 손실을 복원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3]. 하지만 이는 주변 픽셀 또

는 다른 영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복원하는 것이므로 손실

부분이 클 때 매우 제한적이다. 앞서 설명한 기존 방식이

아닌 DCGAN[4]을 이용하여 RGB 얼굴 영상의 손실된 부분

을 복원해주는 연구도 이루어졌다[5]. 하지만 DCGAN의 생

성자와 구별자를 학습시키기 위해 미니맥스 게임을 수행할

때 구별자에 Jensen-Shannon divergence를 손실 함수로 사

용하여 크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로 취득한 얼굴 깊이 영상에

서 완전히 손실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기존 알고리즘으로 손실된 깊이 정보를 복원

해주는 방식과 달리 비감독 학습 방법 중 영상 처리에 특화

된 DCGAN[4] 구조를 사용한다. 그리고 DCGAN의 구별자

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어 왔

던 Jensen-Shannon divergence에 비해 무른(weak) 특성을

보이는 Wasserstein distance[6]를 손실함수로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DCGAN은 미니맥스 게임기법을 통

해 적대적인 학습을 하는 GAN[7]에서의 생성자와 구별자의

신경망 구조에 영상 처리를 위해 convolutional neural net-
work (CNN) 구조를 적용한 딥러닝 기법이다[4]. DCGAN의

미니맥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3DMM CNN[8]과 CelebA 
데이터 셋 그리고 FaceWarehouse 데이터 셋[9]을 이용하여

총 23,500개의 학습용 데이터 셋을 만들어주어 미니맥스

게임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깊이 카메라로 직접 취득한

실제 얼굴 깊이 영상에 여러 비율의 이진 마스크를 각 부위

별로 적용하여 손실된 부분을 만들어주며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 훈련시킨 생성자를 이용하여 손실된 부분을 복원한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새롭게 제시하는 기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깊이 정보를 복원하는 데에 주변 픽셀 또는 RGB 영상

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비감독 학습 방법을 채택하

여 손실 부분이 클 때에도 복원이 가능함

∙ DCGAN의 구별자에 Wasserstein distance를 손실 함

수로 도입하여, 더 우수한 복원 결과를 보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미니맥스 게

임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용 얼굴 깊이 영상 데이터 셋과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 얼굴 깊이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기법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DCGAN의 미니맥스 게

임기법과 손실된 깊이 영상의 복원 과정을 서술하며, 4절
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5절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얼굴 깊이 영상 취득

1. 학습용 얼굴 깊이 영상 취득

본 논문에서 사용한 3DMM CNN은 학습된 CNN 구조를

통해 단일 얼굴 영상에서 얼굴을 검출하여[8] 취득한 매개

변수들과 총 여덟 개의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매개 변수 변화를 통해 다양한 3차원 얼굴

형태를 생성하는 Basel face model (BFM)[10]을 이용하여

검출한 얼굴의 3D 객체를 생성한다. 이를 CelebA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15,000개의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였고 인

종의 다양성을 위해 FaceWarehouse 데이터 셋[9] 8,500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23,500개의 3D 얼굴

모델들로부터 깊이 영상을 취득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딥

러닝 구조에 이용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관심 영역 만을

취한 뒤 깊이의 범위를 (-1, 1)의 범위로 정규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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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 깊이 영상 취득

실제얼굴의깊이영상을취득하기위해 20cm에서 150 cm 
범위의 깊이 영상을 취득하는 데에 최적화 된 Intel® Real- 
Sense™ SR300 깊이카메라를사용하였다[11]. 취득한 얼굴 깊

이 영상의 사례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취득된 깊이 영상은

학습용 데이터 셋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정규화하였다.

그림 2. 깊이 카메라로 취득한 얼굴 깊이 영상
Fig. 2. Facial depth image captured by depth camera

Ⅲ. DCGAN 학습 및 깊이 영상 복원

1. 미니맥스 게임기법을 이용한 생성자 학습

본 논문에서는 얼굴 깊이 영상 학습을 위해 생성자에는 -1
부터 1 사이의 난수들을, 구별자에는 정규화 된 학습용 데이

터 23,500개를 입력하여 서로 경쟁하며 상호 발전하는 미니

맥스 게임을 진행한다. 미니맥스 게임기법을 통해 생성자는

난수들을 이용하여 최대한 구별자에 입력된 데이터와 비슷

한 결과 값을 만들도록, 구별자는생성자가만든결과와입력

된 학습용 데이터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된다[7].
본 논문에서는 DCGAN의 구별자에 기존에 사용된 손실

함수인 Jensen-Shannon divergence 대신 좀 더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 (1)의 Wasserstein distance[6]를 적용하여 그

림 4 (b)와 같이 미니맥스 게임의 결과를 더욱 개선하였다.

(1)

(a) (b)
그림 1. 미니맥스 게임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한 깊이영상. (a) 3DMM CNN과 CelebA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추출한 깊이 영상, (b) FaceWarehouse 데이터
셋의 깊이 영상
Fig. 1. Depth image used in minimax game. (a) Extracted depth image by using 3DMM CNN and CelebA dataset, (b) Depth image from 
FaceWarehouse dataset

  그림 3. 미니맥스 게임기법을 이용한 학습 과정
  Fig. 3. Training procedure using minimax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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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ℙℙ는 두확률분포 ℙ , ℙ의 결합확률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의 집합이고 는 그 부분집합이

다. 그리고  함수는 하한(lower bound)에서 최대값을 의

미한다. 따라서 Wasserstein distance는 두 확률분포의 모든

결합확률분포 중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metric)의 기대값

를 가장 작게 추정한 값을 의미한다[6].

2. 학습된 생성자를 이용한 손실된 깊이 영상 복원

우선 각 부위 별로 복원 정도를측정하기 위해 가리어짐

없이 취득한 얼굴 깊이 영상에 직접 0과 1로 구성된 이진

마스크를씌우는 방법으로네모난 손실 부분을 각 부위 별

로 생성하였다. 그 후 위 과정에서 학습된 생성자 와 복원

을 위한 손실함수 공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학습을 통해 손

실 부분을 복원하였다[5].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이 문맥적인 부분과 지각적인 부분

으로 나눠 계산된다[3].

ℒ

∥⊙ ⊙∥∥∥ ∑ (2)

ℒ  log (3)

먼저식 (2)는 생성자가 만들어낸깊이 영상과 이진 마스

크 부분 외의 깊이 값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는 기존

얼굴과 비슷하게 생성하기 위한 문맥적인 손실 값이다. 여
기서 은 이진 마스크, 는 학습된 생성자에 -1부터

1 사이의 난수들을넣어 만들어낸깊이 영상, ⊙는 행렬원

소 간의 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식 (3)은 복원한 영상이 실제 사람의 얼굴과 같

이 보이도록 하기 위한 지각적인 손실 값이며 기존 GAN의

미니맥스 게임시 구별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손실 값과 동

일하다[7]. 여기서 는 미니맥스 게임기법을 통해 학

습된 구별자에 생성자가 만든 깊이 영상을 넣어 구별한 결

과 값이다.
위 식 (2)와 (3)의 선형 가중치 결합으로 최종 손실함수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ℒ  ℒ ℒ (4)

식 (4)를 최적화 함수를 이용하여계속해서 최소값을찾

 그림 5. 학습된 생성자를 이용한 손실된 깊이 영상 복원
 Fig. 5. Depth image restoration using trained generator

(a) (b)
그림 4. 서로 다른 두 손실함수를 이용한 미니맥스 게임기법을 통해 생성된 얼굴 깊이 영상의 비교. (a) 기존 DCGAN, (b) Wasserstein distance를 적용한
DCGAN (학습률: 0.0002, 반복 횟수: 10,000)
Fig. 4. Comparison of generated facial depth image after performing minimax game using two different loss functions. (a) Original DCGAN, (b) 
DCGAN with Wasserstein distance (Learning rate: 0.0002, iteration count: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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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최소값을 가질 때의 입력 값이 식 (5)에서의 이다.

 ℒ (5)

최종적으로손실값이최소가되는   값과생성자  및이

진마스킹을이용하여식 (6)을통해손실된부분을복원한다.
 

  ⊙ ⊙ (6)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TensorFlow 프레임워크 상에서

NVIDIA GeForce GTX 1080 Ti GPU를 사용하여 총 5일
간수행하였으며 DCGAN의 미니맥스 게임및손실된 깊이

Hyper Parameters Values
Iteration Number 25,000

Batch Size 64
Regularization Weight () 0.1

Learning Rate 0.0001, 0.00012, 0.00015, 
0.00017, 0.0002

Optimization Function Adam optimizer

표 1. 미니맥스게임및손실된깊이영상을복원할때사용한하이퍼파라미터들
Table 1. Hyper parameters used in minimax game and restoration

영상을 복원할 때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
ter)들은 다음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6은 그림 4의 (b)에서 더 나아가 총 25,000번 배치

를 가져와 미니맥스 게임을 하며 학습된 생성자가 만들어

낸 얼굴 깊이 영상이다. 손실된 부분을 복원하는 데에 좀

더 다양한 학습률로 학습된 생성자를 사용하기 위해 미니

맥스 게임을 총 다섯 가지의 학습률을 사용하여 진행하였

으며 그 결과 학습용으로 사용하였던 데이터 이외의 얼굴

깊이 영상들을 생성하였다.
그림 7은 깊이 카메라로 취득한 얼굴 깊이 영상을 손상시

그림 7. 취득한얼굴깊이영상에서합성실험영상을얻기위해이진마스킹을
수행할 눈, 코, 입 영역
Fig. 7. Eye, nose, mouth region of obtained facial depth image

(a) (b) (c)

(d) (e)
그림 6. 다섯 가지 학습률을 이용하여 학습된 생성자로 만들어진 얼굴 깊이 영상. (a) 0.0001, (b) 0.00012, (c) 0.00015, (d) 0.00017, (e) 0.0002
Fig. 6. Generated facial depth image by trained generator using five different learning rates. (a) 0.0001, (b) 0.00012, (c) 0.00015, (d) 0.00017, 
(e)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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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합성 실험 영상을얻기 위해눈, 코, 입에 이진 마스크를

어떻게 적용했는 지를 나타낸다. 각 부위는 얼굴 영역의맨

윗부분을 기준으로 눈은 30% ~ 45% (빨간 부분), 코는

35% ~ 55% (초록 부분), 입은 57% ~ 75% (파란부분)으로

지정하였으며 각 부위에 대해 이진 마스크의높이를 고정시

키고너비를 변화시켜가며 손실된 깊이 영상을 생성하였다.
그림 8은 위 그림 7에서 설명한 눈, 코, 입 부분에 각각

이진 마스크를 여러 비율에 따라 적용시켜 합성 실험 영상

  

(a) (b)

(c) (d)

(e) (f)

(g) (h)

(i) (j)
그림 8. 실제 깊이 영상에 각 부위 별 여러 비율의 이진 마스크를 적용하여 영상을 손상시킨 후 다시 복원한 결과. (a) 원본 깊이 영상, (b), (c), (d) 눈 부위에
각각 너비의 40%, 50%, 60%를 이진 마스크삭제한뒤 복원한 결과, (e), (f), (g) 코 부위에각각 너비의 20%, 30%, 40%를이진마스크로 삭제한 뒤복원한
결과, (h), (i), (j) 입 부위에 각각 너비의 20%, 30%, 40%를 이진 마스크로 삭제한 뒤 복원한 결과 (미니맥스 게임에 사용된 학습률: 0.00017, 복원 과정에
사용된 학습률: 0.00015)
Fig. 8. Results of depth image restoration after corrupting the original depth image with binary masks with different area. (a) Original depth image, 
(b), (c), (d) Restoration result after corrupting 40%, 50%, and 60% of eyes part width, (e), (f), (g) Restoration result after corrupting 20%, 30%, 
and 40% on nose part width, (h), (i), (j) Restoration result after corrupting  20%, 30%, and 40% on mouth part width (Learning rate used in 
minimax game: 0.00017, learning rate used in restoration: 0.00015)



620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3권 제5호, 2018년 9월 (JBE Vol. 23, No. 5, September 2018)

을 생성하고 손상된 영역을 복원한 실험 결과이다. 이진 마

스크의 비율은 깊이 영상의 중앙을 기준으로눈은 깊이 영

상의너비의 40%, 50%, 60%, 코와 입은 20%, 30%, 40%로

변경하며 실험하였다. 복원 과정에서의 손실함수를 위한

학습률 또한 미니맥스 게임과 동일하게 총 다섯가지를 사

용하였으며 그 중 미니맥스 게임에서 사용한 학습률이

0.00017, 복원 과정에서 사용한 학습률이 0.00015일 때 결

과가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결과를 생성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그림 8에서 각 부위 별로 복원한 부분과 원본 깊이 영상

에서 동일한 부분을 비교하여 PSNR 값을 계산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PSNR과 이진 마스크의 비율

은 큰 관련이 없었으며 코 부위에서의 PSNR이 다른 부위

에 비해 좀 더높게측정되었다. 이는눈과 입 부위에 비해

코부위의 복원 정도가 더뛰어남을 나타내며 코부위에서

깊이 값의 변화가 더욱 크기 때문에 학습된 생성자가 복원

하기 쉬웠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그림 9는 실제로 깊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취득할 때 손실

된 부분을 위에서 학습시킨 생성자를 이용하여 복원한 결

과이다. 손실된 부분을 생성하기 위해 깊이 범위를 30cm에

서 40cm 사이로 제한하여 얼굴을 손으로 가려촬영하였고

이진 마스크는 취득한 깊이 영상에서 값이 0인 부분만을

지정하여 복원해주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얼굴 깊이 영상을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

니맥스 게임기법을 통해 생성자와 구별자를 학습시켜얼굴

깊이 영상에서 완전히 손실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얼굴 형상에 맞게 복원하였으며 기존 DCGAN에서 사용된

구별자의 손실함수가 아닌 Wasserstein distance를 이용하

여 좀 더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최적화한다면 얼굴

깊이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깊이 카메라로 다른 일반적인

깊이 영상을 취득했을 때 손실된 부분을 깊이 카메라 자체

에서 적응적으로 복원할 수 있고 기존 알고리즘과 차별화

된 손실 복원을 해줄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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