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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BEGAN을 활용한 한국인 얼굴 데이터 생성을 위한 최적의 Hyper Parameter를 제안한다. 

연구에서는 GAN의 발전된 모델인 BEGAN을 이용한다. 위의 모델을 작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Anaconda 기반의 Jupyter Notebook에서 Python Tensorflow 모델을 작성하여 테스트하고, 만들어진 모델

을 FID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 

한국인 얼굴 데이터를 구하고,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키워드: BEGAN(Boundary Equilibrium GAN), FID(Frechet Inception Distance)

BEGAN을 통해 한국인 얼굴 데이터 생성을 하는데 최적의 

HyperParameter
조규철*, 김 산O

*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O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e-mail: kccho@inhatc.ac.kr*, rlatks30@gmail.comO

Optimal Hyper Parameter for Korean Face Data 

Generation with BEGAN
Cho Kyu Cheol*, San KimO

*Dept. of Computer Science, Inha Technical College,
ODept. of Computer Science, Inha Technical College

I. 서론

최근에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 중 하나인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1]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과 영상 생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를 통한 연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GAN은 

딥러닝 모델 중 이미지 생성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미지

를 생성하는 과정은 Generator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Discriminator 

이미지의 진위여부를 판별한다. 다시 Generator가 판별자의 판별한 

결과를 적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진짜 데이터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필요하지만, 저작권 등의 문제로 

한국인의 얼굴 데이터를 이용하기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N의 다양한 종류 중 하나인 BEGAN(Boundary 

Equilibrium GAN) [2] 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Hyper 

Parameter를 제시한다. 한국인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최적의 Hyper Parameter를 구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BEGAN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들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지표 중 하나인 FID(Frechet Inception Distance)를 

비교한다.

II. 관련 연구

1. BEGAN(Boundary Equilibrium GAN)

BEGAN에서는 EBGAN과 WGAN의 개념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GAN 구조를 보여준다. BEGAN은 discriminator에 loss의 

분포를 맞추기 위해 auto-encoder를 활용한다[3]. 즉, BEGAN의 

모델에서 Generator에서 나온 새로운 이미지의 auto-encoder loss와 

Discriminator의 loss의 평균을 맞추면서 둘의 loss를 맞추어 나간다. 

GAN에서는 Generator와 Discriminator의 균형을 맞춰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일부분 해결하였다. [2]

2. Hyper Parameter, Optimizer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Hyper Parameter 중 하나인 Optimizer는 

다음과 같다. 

AdaGrad(Adaptive Gradient)는 신경망 학습에서 학습률 값이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존재한다. 만약 값이 작을 경우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너무 클 경우 최적의 값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률을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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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이용한다. AdaGrad 에서는 각 매개변수에 맞춤형 값들을 

만들어 학습하지만 어느 순간 기울기 제곱의 값이 점점 0에 수렴하여 

학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RMSProp는 앞에서 설명한 Adagrad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dagrad에서 변화한 옵티마이저이다. RMSProp에서는 기울기 제곱

의 값이 이전의 변화량과 현재 변화량의 지수 평균으로 정의함으로써 

학습률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Adam(Adaptive 

Moment Estimation)은 학습률을 점점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

던 Adagrad와 갱신 경로의 변경하는데 있어 최적화를 통한 

Momentum의 특징을 합쳐 만들어진 옵티마이저이다. [4]

3. Hyper Parameter, learning rate

학습율(Learning rate)이 작을 경우 학습을 하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래프에서 최저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global minimum

이 아닌 local minimum을 그래프의 최저점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학습율이 클 경우, 학습 시간이 짧아지나 

데이터들이 그래프에서 이탈하여서 최저점에 수렴하지 못하게 된다. 

학습률은 GAN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Generator와 

Discriminator 사이에서 한쪽의 균형이 무너져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III.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적의 Hyper Parameter를 구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된 한국인 얼굴 

데이터(128*128)를 이용해서 [표 1]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Total Train Test

Data 23,000 18,000 5,000

Table 1. 한국인 얼굴데이터 구성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옵티마이저와 학습률은 [표 2]와 같다.

Optimizer Adagrad RMSprop Adam

Learning

rate
0.00004 0.00008 0.00016

Table 2. 옵티마이저와 학습률 

컴퓨터 리소스는 i7-9th와 RTX2060을 기반으로 BEGAN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을 160,000번 진행 하였다. 학습 시 학습률을 100,000이 

지나면 현재의 learning rate * 0.5를 업데이트 하였다. Adagrad, 

RMSProp, Adam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고 각각 Discriminator와 

Generator의 lr(Learning Rate)를 0.00004, 0.00008, 0.00016의 

값을 적용하여 9개의 BEGAN 모델을 생성하였다. 그렇게 구해진 

FID는 [표3] 과 같다.

BEGAN Adagrad RMSprop Adam

0.00004 10.59347 7.88921 9.937251

0.00008 16.35141 7.06786 8.089097

0.00016 21.62615 10.46801 8.070602

Table 3. FID 결과

IV. 결론

본 논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인 GAN의 한 종류인 BEGAN

을 활용하여 한국인 얼굴 데이터를 생성하고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하

였다. 옵티마이저와 학습률을 변경하며 FID score를 지켜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습에서 좋은 FID score를 기록하였다. 그 중 RMSProp

와 Adam에 비해 Adagrad는 비교적 좋지 않은 score를 기록하였다. 

학습을 반복하다 어느 순간부터 학습이 진행되지 않아 모델의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외의 RMSProp, Adam 옵티마이저

를 사용한 경우 모델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학습률

은 10-4 이상일 경우 학습률이 커 높은 FID score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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