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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unar exploration autonomous vehicle operates based on the lunar topography information 
obtained from real-time image characterization. For highly accurate topography characteriza-
tion, a large number of training images with various background conditions are required. Since 
the real lunar topography images are difficult to obtain, it should be helpful to be able to 
generate mimic lunar image data artificially on the basis of the planetary analogs site images 
and real lunar images available. In this study, we aim to artificially create lunar topography 
images by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based style transfer algorithm known as Wavelet 
Correct Transform (WCT2). We conducted comparative experiments using lunar analog site 
images and real lunar topography images taken during China's and America's lunar-exploring 
projects (i.e., Chang’e and Apollo) to assess the efficacy of our suggested approach.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techniques can create realistic images, which preserve the topography 
information of the analog site image while still showing the same condition as an image taken 
on lunar surface. The proposed algorithm also outperforms a conventional algorithm, Deep 
Photo Style Transfer (DPST) in terms of temporal and visual aspects. For future work, we intend 
to use the generated styled image data in combination with real image data for training lunar 
topography objects to be applied for topographic detection and segment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approach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detection and segmentation 
models on real lunar topography images.

Keywords: Artificial lunar surface image generation, Data augmentation, Style transfer

초록

달 현지 탐사를 위해 무인 이동체가 활용되고 있으며, 달 지상 관심 지역의 지형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

여 실시간으로 정보화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확도 높은 지형/지물 객체 인식 및 영역 분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조건의 영상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은 많은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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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각국에서 달 자원 확보 및 유인 기지 건설을 위한 달 탐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u, 2016, Lee et al., 2020). 달 현지에서 유인 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 정보가 반영된 달 지형정보 구

축이 선행이 필수적이다(Hong et al., 2019). 이에 따라 무인 로버에 장착된 영상 센서 기반의 지형정보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는 

추세다(Di et al., 2020, Park et al., 20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무인 이동체 탑재 광학 카메라 기반의 달 지형정보화 기술 개발을 위해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부지에 모의 

행성 지형을 조성하고, 무인 이동체 영상으로부터 딥러닝 영상처리를 통해 모의 달 표면 내 지형/지물 객체를 자동 검출하는 연구를 진

행한 바 있다(Hong and Shin, 2018, Lee et al., 2019). 하지만 모의 달 지형 영상 데이터는 실제 달 표면 배경과 상이하므로, 모의 현장

에서의 학습 및 추론 성능이 실제 달 현지에서의 적용성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학습을 통한 추론 성능은 학습 영상자료에 

의해 지배적으로 좌우되므로, 달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영상을 학습에 사용하여나 하나, 지구 상의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달 현장을 모

사하여 영상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지 조건에서 정확도 높은 객체 인식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는 물론, 

달 현지와 유사한 배경과 조명, 색상 톤이 충분히 유사한 학습 영상데이터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달 표면 영상과 같은 희귀한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체할 유사 영상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달 탐사 무인 이동체(Yutu-2) 및 유인 우주선(Apollo-11)으로부터 수집한 영상(Basilevsky et al., 2015, 

NASA, 2021) 자료를 활용해 딥러닝 기반의 스타일 변환(Style Transfer) 기법을 적용하여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 실험을 진행하였

다. 스타일 변환 기법은 대상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가 있을 때 대상 이미지 내 객체 및 지형, 지물 형태를 유지시키고, 스타일 이미

지의 배경 환경처럼 변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최초로 신경망 기반으로 구현된 스타일 변환 알고리즘은 Gatys et al.(2016)에 의해 제안되었다. Gatys et al.(2016) 알고리즘은 

특정 이미지를 화가의 화풍을 반영하고자 설계되어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의 특징을 합성하였다. 

따라서 대상 이미지의 왜곡이 나타났으며, 스타일 변환 시 잘못된 위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Luan et al.(2017)

은 Segmentation Mask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동일한 객체 영역끼리 스타일 변환 가능한 DPST (Deep Photo Style Transfer)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CNN 네트워크로 특징 추출 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여 대상 이미지 왜곡 문제는 여전히 나타났고 사

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대상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달이기에 실제 현지 영상의 확보 또한 한계가 

있어, 사실에 기반하지만 유사도 높은 영상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

에서는 가용한 중국의 달 탐사 Yutu 무인 이동체 및 미국의 Apollo 유인 착륙선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위치정보 기반 스타일 변환 기법(Style Transfer)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달 표면과 유사한 합성 영상을 

인위적으로 생성하였다. 여기서, 유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두 개의 공개 알고리즘(DPST, WCT2)를 

구현하여 적용해 보았으며, 적용 결과를 시간적, 시각적 측면으로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

과, 실험 이미지의 형태 정보를 보존하면서 시각적으로도 매우 사실적인 영상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향후 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된 영상 데이터를 지형객체 자동 분류 및 인식을 위한 인공

지능 학습용 영상 데이터로 추가 학습된다면 실제 달 표면 영상에서도 강인한 객체 인식 모델 구현이 가

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핵심어: 인공 달 표면 영상 생성, 데이터 증강, 스타일 변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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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이미지 생성에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Yoo et al.(2019)은 웨이블릿 기법을 활용하여 특징 추출 시 정보의 손실을 최소

화 하는 기법을 제안하여 대상 이미지의 형태를 보존하는 WCT2 (Wavelet Corrected Transfer Based On Whitening And 

Coloring Transforms)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우리는 딥러닝 기반의 스타일 변환을 이용하여 달 환경에서 객체 인식률의 검출 대응력을 높이고자 다양

한 조건의 달 유사 영상 학습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양한 모델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모델 간 알고

리즘 비교를 정성적, 정량적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모의 행성지형 영상 정보를 실제 달 표면과 유사하도록 합성 영상을 

생성하였다. 향후 인공 데이터의 학습자료 재반영을 통해 실제 달 현지에서의 객체 인식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

음 장에서는 기존의 스타일 트랜스퍼의 연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3장에서는 실험 결과와 분석을 제공하고 4장에서는 본 논문

의 결론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2.1 딥러닝 기반의 스타일 변환(Style Transfer) 기법

스타일 변환 기법은 전통적인 이미지 합성 기술 중에 하나로 대상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대상객체의 형태는 

대상 이미지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배경과 영상의 톤만 스타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이다. 합성곱 신경망(CNN)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이미지 합성 기술의 성능을 능가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스타일 변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

음 Fig. 1 은 딥러닝 기반 스타일 변환 기법의 예시를 도시하였다. Fig. 1(a)은 대상 이미지이며 Fig. 1(b)은 스타일 이미지로 두 이미

지로부터 스타일 변환 기법을 통해 Fig. 1(c)과 같은 결과를 생성 가능하다.

(a) target image (b) style image (c) styled image

Fig. 1. Example of applying style transfer (Gatys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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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ature extraction results for target and style image according to the CNN process (Gatys et al., 2016)

Gatys et al.(2016)은 최초로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하여 스타일 변환 기법을 제안하였다. 다음 Fig. 2는 대상 이미지와 스타일 이

미지가 합성곱 신경망을 통과하면서 변화되는 특징 추출 결과를 보여준다. 스타일 변환 기법은 Fig. 2(a)처럼 랜덤한 노이즈를 갖는 

초기 이미지를 생성하고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대상 이미지와 비교하여 Fig. 2(j)처럼 전체적인 윤곽에 관련된 특징 벡터를 추출

한다. 동시에 반영할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 특징 벡터만 추출하여 초기 이미지와 공분산 차이를 줄임으로서 Fig. 2(e)처럼 배경 

정보를 추출한다(Li et al., 2017). 최종적으로 Fig. 2(j) 대상 이미지의 윤곽과 Fig. 2(e) 스타일 이미지의 배경 특징 정보를 조합해 

스타일 변환된 합성 영상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인 지형정보화 기술 실험부지 영상 정보를 Gatys et al.(2016) 방법을 통해 실험한 결과 Fig. 3(b)처럼 변환 결과를 얻었

다. 하지만, Fig. 3(b) 결과를 보면 동일한 영역끼리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고 잘못 전이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영상 내 지반 정보

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중요한 정보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스타일 변환 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 target image (b) styled image

Fig. 3. Gatys et al.(2016) model-based style transfe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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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치정보 기반 스타일 변환 알고리즘

Luan et al.(2017)은 위치정보를 고려해 스타일 변환이 가능한 DPST (Deep Photo Style Transfer)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대

상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 외에 Fig. 4(c)와 Fig.4(d)처럼 추가로 Segmentation Mask 정보를 제공하여 동일한 영역끼리 스타일 

변환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로 인해 Gatys et al.(2016) 알고리즘에서 잘못 전이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상당히 보완하였다.

(e) styled image

(a) target image (b) yutu style image

(c) target mask (d) style mask

Fig. 4. DPST (Deep Photo Style Transfer) model results

하지만 Fig. 4(e) 결과를 보면 기존 대상 이미지의 지반 정보가 왜곡되는 문제 또한 완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Yoo et al.(2019)는 반복적인 모델의 속도 문제와 CNN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Max-Pooling 단계의 정보 손실이 발생

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하르 웨이블릿 풀링 기법(Harr Wavelet Pooling)을 적용한 WCT2 (Wavelet Corrected Transfer based on 

Whitening and Coloring Transform)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Fig. 5. WCT2 (Wavelet Corrected Transfer and based on Whitening and Coloring Transform) mode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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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aar wavelet pooling and unpooling module (Yoo et al., 2019)

다음 Fig. 5는 WCT2 모델의 구조이며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Encoder-Decoder 구조(Bengio, 2009)로 구성된다. Encoder는 이

미지를 압축하면서 특징을 추출하고 Decoder는 이미지를 복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입력은 총 4개(대상 영상, 대상 마스크, 스타일 

영상, 스타일 마스크)의 데이터가 들어가며, 제공된 마스크 정보로 동일한 클래스 영역끼리 스타일 변환을 진행하도록 설계된다. 입

력 이미지는 Encoder 과정으로 압축되는데 ImageNet (Deng et al., 2009)데이터로 사전에 학습된 VGG-19 네트워크(Simonyan 

and Zisserman, 2014)를 사용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Fig. 6와 같이 하르 웨이블릿 풀링 모듈(Stanković and Falkowskie, 

2003, Williams and Li, 2018)이 사용되는데, 기존 CNN에서 사용하는 Max-Pooling 대신 Wavelet Corrected Transfer를 사용하

고 각 층마다 Whitening and Coloring Transforms (Yijun et al., 2017) 을 이용하여 특징 변환을 수행한다. 하르 웨이블릿 풀링 모

듈은 총 4개의 필터(LL, LH, HL, HH)가 적용되며 식 (1)과 같이 L은 저역필터(Low-pass filter), H는 고역 필터(High-pass filter)

를 의미한다. 저역 필터(LL)는 매끄러운 표면과 질감 정보를 포함하는 반면 고역 필터는 수직(LH), 수평(HL) 및 대각선(HH) 그리

고 가장자리와 같은 정보를 추출한다.






   





   (1)

다시 말하자면, 고역 필터(LH, HL, HH)가 포함된 경우는 CNN 과정에서 대상 이미지의 윤곽정보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조정 없이 통과시켜 대상 이미지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시킨다. 이렇게 대상 이미지 형태와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을 추출한 후 

Decoder 과정에서 Unpooling 기법을 통해 정보를 복원하면서 스타일 변환이 완료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WCT2는 DPST에 비

해 연산속도가 매우 빠르며, 메모리 사양도 대폭 감소시켰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용 데이터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상 이미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내 무인 지형정보화 기술 실험부지에서 로버를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그 전경은 다음 Fig. 7과 같다(Hong et al., 2021). Fig. 7(a)은 모의 달 지형 시험부지의 전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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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여주는 항공 영상이며, Fig. 7(b)는 데이터 수집에 이용된 로버이다. 그리고 Fig. 7(c)은 로버 측면에서 수집한 영상의 샘플

을 보여준다. 

Fig. 8은 실험에 사용된 영상과 그에 맞는 위치 정보 데이터를 순서대로 도식화하였다. Fig. 8(a) 와 Fig. 8(b)는 실험에 사용된 현

장 대표 이미지이며, Fig. 8(c)과 Fig. 8(d)은 스타일 변환에 사용된 스타일 영상으로 과거 중국의 달 탐사 무인 이동체 Yutu-2에서 촬

영된 영상과 미국의 유인 착륙선 Apollo-11에서 촬영한 달 표면 영상이다. Fig. 8(e)에서 Fig. 8(h) 영상은 동일한 영역끼리 스타일 

전이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Segmentation Mask 정보다. 여기서, Mask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Labelme’ 오

픈소스 레이블링 툴(Labelme, 2021)을 이용하였다. 녹색은 하늘영역을 나타내며, 적색은 지반영역을 나타낸다.

(a) test site from bird-eyes view (b) test site image using rover (c) test site image

Fig. 7. Test site i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a) target image_1 (b) target image_2 (c) yutu style image (d) apollo style image

(e) target image_1 mask (f) target image_2 mask (g) yutu style mask (h) apollo style mask

Fig. 8. Experiment data sample

3.2 위치정보 기반 스타일 변환 성능 비교

3.2.1 실험 조건 및 환경

실험에 사용된 학습 환경은 Ubuntu 18.04에서 Python 3.8로 스타일 변환 모델을 실행하였으며, Torch 0.4 버전의 딥러닝 프레

임 워크를 이용한다. 하드웨어의 경우 CPU는 6코어 6스레드인 INTEL i5-8500, RAM 용량은 32GB, GPU는 NVIDIA 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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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Super로 이미지 생성에 활용하였으며, 딥러닝 코드의 구조상 CPU 및 RAM을 활용하므로 딥러닝 모델 및 계산 용량에 맞추

어 CPU 및 RAM을 설정하였다.

3.2.2 변환 소요시간 성능 비교

DPST 알고리즘은 다층 구조로 모델이 구현되어 있어 동일한 네트워크를 재귀적으로 반복해 수행한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필

요한 반면 WCT2 알고리즘은 단방향 및 전방향 네트워크만 거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스타일 변환이 가능하다. Table 1은 이

미지 해상도에 따른 스타일 변환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며, 스타일 변환 횟수 총 30번 수행한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해상

도 ×  기준으로 WCT2 알고리즘은 DPST 알고리즘보다 최대 800배 정도 빠른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 Style transfer time corresponding to image size

Image Size DPST WCT2

256 × 256 480.9 sec 5.4 sec

512 × 512 1512.3 sec 6.2 sec

1024 × 1024 6322.7 sec 8.1 sec

3.2.3 정량적 측면 성능 비교

두 알고리즘의 정량 성능 평가는 이미지 간의 특징 거리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Frechet Inception Distance (FID) (Heusel 

et al., 2017)지표를 이용하였다. FID는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이미지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가우시안 분포로 변환하여 두 영상 간

의 평균과 공분산행렬을 각각 추정하여 두 분포의 차이를 계산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타일 변환이란 스타일 변환된 결과 이미

지가 대상 이미지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스타일 이미지의 분포를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스타일 변환 된 이미

지가 대상 이미지와의 FID 값이 작으면 대상 이미지를 스타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의 왜곡 발생률이 적은 것을 의미하며, 스타일 

이미지와의 FID가 작다면 스타일 이미지와 비슷한 스타일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FID 값이 작다면 매우 사실적이며 정밀하

게 스타일을 반영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Table 2. Quantitative evaluation of different networks in terms of FID (Frechet Inception Distance)

Experiment Image FID between Target and Results FID between Style and Results

Style Image Target Image DPST FID WCT2 FID DPST FID WCT2 FID

Yutu-2 Fig. 8(c)
Fig. 8(a) 86.7 54.3 113.2 87.9

Fig. 8(b) 98.2 61.8 143.8 101.6

Apollo-11 Fig. 8(d)
Fig. 8(a) 78.1 44.8 97.6 71.5

Fig. 8(b) 104.9 70.1 166.3 125.9

알고리즘의 정량 성능 평가에 사용된 스타일 이미지는 Yutu-2와 Apollo-11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2개의 스타일 이미지와 각 대

상 이미지를 교차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스타일 변환된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 대상 이미지 간의 FID 지표를 비교하였다. Fig. 

8(a) 대상 이미지와 Yutu-2 Fig. 8(c) 스타일 이미지를 이용하여 DPST 및 WCT2 모델을 통해 Fig. 9(a)와 Fig. 9(b) 출력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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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Fig. 9(a) DPST 결과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의 FID 값을 구하고 스타일 이미지와의 FID 값을 계산하였다. 동일하게 

Fig. 9(b) WCT2 결과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의 FID 값 및 스타일 이미지 FID 값을 도출하였다. Table 2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동

일한 조건에서 DPST 모델에 비해 WCT2 모델의 FID 지표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출력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의 FID 값

이 스타일 이미지와의 FID 값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스타일 이미지에 비해 대상 이미지의 전체적인 

윤곽 정보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DPST에 비해 WCT2 모델이 사실적으로 스타일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3.2.4 정성적 측면 성능 비교

Fig. 9부터 Fig. 12까지는 Fig. 8의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DPST 및 WCT2의 스타일 변환 결과다. DPST 결과는 Fig. 9부터 Fig. 

12까지의 (a) 그림들이며, WCT2로부터의 결과는 Fig. 9부터 Fig. 12까지의 (b)에 도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DPST 알고리즘

은 스타일 반영 시 대상 이미지의 원본 형태가 왜곡되고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Pooling 과정에서 입력 영상의 

압축 시 일부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WCT2 알고리즘은 Max-Pooling을 Wavelet Pooling으로 변환하여 대상 이미

지의 형태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 정보만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사실적

인 스타일 변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 DPST styled results (b) WCT2 styled results

Fig. 9. Comparison of DPST and WCT2 transform result (target image : fig. 7(a), style image : fig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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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PST styled results (b) WCT2 styled results

Fig. 10. Comparison of DPST and WCT2 transform result (target image : fig. 7(a), style image : fig 7(d))

(a) DPST styled results (b) WCT2 styled results

Fig. 11. Comparison of DPST and WCT2 transform result (target image : fig. 7(b), style image : fig 7(c))

(a) DPST styled results (b) WCT2 styled results

Fig. 12. Comparison of DPST and WCT2 transform result (target image : fig. 7(b), style image : fig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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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본 실험에서는 스타일 변환 기법을 통해 취득하기 어려운 환경의 배경 정보를 대상 이미지에 반영하고자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형정보화 기술 실험부지에서 취득된 영상을 실제 달 지형 영상처럼 스타일 변환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종류의 스타일 변환 알

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인공데이터와 스타일 이미지 간의 FID 평가지표로 이미지 간의 특징 거리를 측정하였다. 인공데이터와 스타

일이미지 간 FID 값이 낮으면 효과적으로 스타일이 반영된 것을 의미하며, 인공데이터와 대상이미지 간 FID 값이 낮으면 원본 영상

의 형태 보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평가 지표를 통해 윤곽 정보의 왜곡 최소화와 효과적인 스타일 반영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성된 합성 영상은 실제 달 표면 이미지로 대표하기에는 힘드나, 실제 달 표면 영상과 매우 유사하게 생성되었음을 정량적, 정성

적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실제 달 표면에서 영상 센서 기반 무인 로버 지형정보화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주

요 객체(크레이터, 암석, 더미)의 인식 정확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실제 달 표면에서의 로버 운영 시 객체 

인식 초기 대응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연구로써 인공 데이터의 생산 및 반영으로 보다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모델 구현을 위한 추

가 학습영상 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영상처리 분야 중에 하나인 객체 인식 및 영역 분류 기법 사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부족 및 불균형에 따른 

객체 인식 정확도 저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타일 변환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생성 기법의 적용성 검토 연구를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합성 영상 생성을 위해 Mask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스타일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또한, 기존 CNN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pooling 단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웨이블릿 풀링 기법인 4채널(LL, LH, HL, HH)으로 세분화한 정보 반

영으로 대상 이미지 형태의 훼손을 최소화하였으며,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매우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스타일 변환 기법을 통해 달 표면과 같이 수집하기 힘든 데이터를 매우 사실적으로 생성해내어 현장 확

보 한계 등으로 충분한 대상객체와 가능한 다양한 배경 환경이 내포된 실제 학습 영상을 구성하는데 당면하게 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달 현장과 같이 접근하기 힘든 대상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객체인식을 위해서는 대상객체와 다양한 환경(배경) 영상으로 

잘 조합된 실제 영상을 확보하고 학습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하지만, 빈번히 당면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완벽한 학습용 영상

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필요로 하는 영상을 인위적으로 생산하여 학습에 반영하는 방법은 인공지능 객체인식 성능 발현에 효과적

인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현장의 암반객체들을 자동 인식하는데 있어서, 대상 객체와 다양한 환경(배경)이 잘 조합되어 있는 풍

부한 학습영상의 확보 여부가 인공지능 객체인식 성능을 좌우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고찰된 영상처리기법들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영상 확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접근하기 힘든 달 현장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암반구조물 현장에서도 악천후 조건(눈, 비, 안개)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목표 암반객체를 포함한 영상 확보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경우에 매우 경제적으로 영상 확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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