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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진에는 의도하지 않은 노이즈나 는 과정 에 발생한 실수나 문제로 원치 않게 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지 완성 어 리 이션은 사용자가 문 인 로그램이나 문가의 도움 없이 노

이즈나 가려진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GAN(Generative Adversial Network) 모
델에 노이즈가 있는 사진을 입력으로 넣어 노이즈가 제거 된 사진을 생성하도록 하 고, 생성 된 사진

과 기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 될 수 있도록 보정을 하여 완성 된 이미지를 출력하는 어 리 이

션을 제안한다. GAN 분류 모델의 시그모이드 교차-엔트로피와 생성이미지와 원본이미지간의 평균 제

곱 오차를 함께 최소화 하도록 생성 모델을 학습시켰고, 낮은 평균 제곱 오차를 가지는 완성 이미지를 

생성 할 수 있었다. 이미지 보정을 통해 생성 된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와의 밝기 차이를 해소시켜 좀 

더 자연스러운 완성 이미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사진을 기 간편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많은 

사진들을 고 있다. 은 사진에는 의도하지 않은 

노이즈나 는 과정 에 발생한 실수나 문제로 인해서 

원치 않게 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거하기 해서는 문 로그램이나 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든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의 일부가 검은색 픽셀로 가려진 

사진을 입력으로 넣어서 검은 픽셀의 부분을 GAN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진이 되도록 채워주는 이미지 완성 

어 리 이션을 제안한다.

2. 이미지 완성 어 리 이션 구성

 이미지 완성 어 리 이션은 이미지 일들을 읽어 와서 

처리하는 데이터 입력 부분, 그리고 일부분이 가려진 노이

즈가 포함된 데이터를 받아서 자연스러운 사진이 되도록 

픽셀을 채워주는 이미지 생성 부분, 생성 되어진 이미지를 

보정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도록 하는 이미지 

보정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 20만개의 유명인사 얼굴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CelebA 데이터셋을 사용하 다. CelebA 

데이터셋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복장 그리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어 리 이

션의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는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읽어

와 이미지의 크기를 64 × 64로 조정하고 이미지의 픽셀 

값을 255로 나 어 데이터의 범 가 0 ~ 1이 되도록 조정

하고 무작 로 치와 범 를 선택하여 선택 된 범 의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하여 이미지의 일부분에 검은색 노

이즈를 추가하도록 하 다.

 이미지 생성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추가 된 이미지를 

GAN의 생성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 노이즈가 제거 된 이

미지를 얻고 분류 모델을 통해 네트워크를 학습하여 자연

스러운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하 다.

(그림1) 이미지 완성 어 리 이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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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3.1 Denoising Auto-Encoder

 일반 인 Auto-Encoder는 입력 값과 목표 값이 모두 주

어진 감독학습과 다르게 입력 값만이 주어진 상태에서 데

이터의 특징을 찾아내는 비감독학습 방법이다. 입력 값 x

를 인코더 s를 통해서 압축하고, 압축 된 데이터 y를 디

코더를 통해 입력 값과 같은 크기의 데이터로 복원되도록 

한다.

  
  ′ ′ (1)

 Denoising Auto-Encoder[2]는 이러한 모델에서 입력 데

이터에 노이즈가 추가되었을 때, 추가 된 노이즈를 제거하

고 원래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임의로 노이즈를 주기 

해 23과 33 사이의 무작  숫자를 선택하여 X와 Y 좌표

로 설정하고, 5와 20 사이에서 무작  숫자를 선택하여 직

사각형의 비와 높이로 설정하고, 64의 높이와 비를 가

지는 입력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직사각형 역의 RGB 픽

셀을 모두 0으로 설정하고 임의로 노이즈를 생성시켜 실

험을 진행하 다.

(a) (b) (c)

(그림2) 임의로 노이즈를 생성한 이미지 시

3.2 GAN

 GAN은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과 데이터가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분류 모델

이 있다. 생성 모델은 분류 모델에서 실제 데이터로 분류

되게끔, 분류 모델은 생성 모델에서 생성 된 데이터가 실

제 데이터로 분류되지 않게끔 신경망을 학습시킨다.

  ∼ 

∼ 

 (2)

 생성 모델에서는 데이터의 높이와 비가 1이 될 때 

까지 합성곱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산을 했고, 압축 된 

데이터를 다시 역합성곱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의 

처음 높이와 비가 될 때 까지 연산을 했다. 각 합성곱과 

역합성곱의 층의 활성화 함수로는 기존의 ReLu의 

변형으로 음수에 해 1/10 값으로 여서 사용하는 

Leaky ReLu를 사용했다. 과 합 문제를 피하기 해서 

각 층의 연산이 끝난 후 배치 정규화와 드롭아웃을 

용시켰다.

(그림3) 제안하는 어 리 이션에 용 된 GAN의 생성 

모델

(그림4) 제안하는 어 리 이션에 용 된 GAN의 분류 

모델

3.3 이미지 보정

 GAN의 생성 모델을 통해 생성 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

지의 모양과 비슷하지만 밝기의 차이 때문에 합성을 했을 

때 부자연스러운 상을 이기 해 생성 된 이미지에 

보정 기법을 사용해서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 할 

수 있도록 하 다. 생성 된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있는 부

분의 RGB 픽셀의 평균을 각각 구하고 노이즈 역 주변 

픽셀의 RGB 픽셀의 평균을 각각 구하여 노이즈 역 주

변의 평균에 노이즈 역 평균값을 나  값을 이미지를 

합성할 때 곱해주었다. 다음 수식은 이미지 보정을 한 

값이 계산되는 방식을 나타내며 n width와 n height는 노

이즈 역의 비와 높이, n x와 n y는 노이즈 역의 X, 

Y 좌표를 나타내며, 다음 수식은 R, G, B 픽셀에 해서 

각각 용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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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고찰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의 GAN 모델에서는 생성 모델에

서 생성 된 이미지가 분류 모델에서 실제 이미지로 분류

되도록 하기 한 시그모이드 교차-엔트로피와 함께 완성 

된 이미지와 생성 모델을 통해 생성 된 이미지와의 평균 

제곱 오차를 함께 최소화하도록 학습시켰다. 평균 제곱오

차 손실 값은 일정 수 이상 수렴한 후에는 일정 값 이하

로 떨어지지 않았다.

 노이즈가 얼굴의 부분을 가리거나, 모자나 선 라스 같

은 부분이 노이즈 역으로 가려지거나, 얼굴이 정면이 아

닌 부분이 힌 이미지의 경우 부정확한 생성 결과를 내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5) 학습에 따른 평균 제곱오차 손실 값 변화

(그림6) 원본 이미지

(그림7) 일정 부분이 가려진 얼굴 이미지

(그림8) GAN 모델을 통해 생성 된 얼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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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생성 된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완성 이미지

(그림10) 보정 처리가 된 완성 이미지

 평균 제곱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 된 값을 보정 방법

에 따라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에 보정 된 이미지의 원본 

이미지와의 평균 제곱오차는 보정이 되지 않은 이미지보

다 높게 나왔지만, 합성 될 이미지의 밝기를 주변의 픽셀

에 맞게 보정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완성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1) 보정이 되기 과 후의 평균 제곱오차 손실 값 비교

보정 되기  평균 

제곱오차

보정 된 후 평균 

제곱오차

0.000902673 0.000963396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심층 GAN을 이용하여 일부분이 검은색 

픽셀로 가려진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원본 이미지와 비

슷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 된 이미지를 통해 가려진 

부분이 원본 이미지와 같이 자연스러운 픽셀로 채우는 방

법을 제안하 다.

 GAN의 생성 모델을 통해 입력 이미지의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여 낮은 평균 제곱 오차를 가지는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었지만 채워진 부분과 이미지와 

원본이미지의 미묘한 밝기차이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지는 못했다.

 향후에 좀 더 보완된 GAN 학습방법과 이미지 보정 

방법을 통해 좀 더 자연스러운 완성 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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