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딥러닝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셋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데이터셋 구축 방법은 인터넷에 존재
하는 오픈된 데이터의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1], 툴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구
축하는 방법[2], 특정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커스
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초상권[4], 범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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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인 데이터셋 생성을 위하여 기존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생성
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셋과 유사한 데이터셋을 생
성하는 방법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GAN을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할 
때, 영상에 픽셀 깨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영상 
품질이 크게 떨어짐에도 영상을 생성하여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데이터를 생성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AN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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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딥러닝 환경의 확산으로 인하여 데이터셋 생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데이터
셋 생성을 위하여 GAN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증강시키고 있다. 그러나 GAN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데이터에는 학습 초기 발생하는 문제점 및 생성되는 영상 내에 픽셀 깨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GAN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손 영상 데이터 선별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한다. 파손 영상 선별 알고리즘은 영상 내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분석하고 해
당 결과값이 지정한 임곗값에 만족하는지에 따라 생성된 영상의 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현하였
다.

ABSTRACT

Recently, the spread of deep learning environments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dataset generation. Therefore, 
data is being augmented using GAN for efficient data set generation. However,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data generated using GAN, such as problems that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learning and pixel breakage occurring in 
the generated image.

In this paper, we intend to implement an image data selection algorithm to solve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e 
existing GAN. The broken image screening algorithm was implemented to analyze the histogram distribution in the 
image and determine whether to store the generated image according to whether the result value satisfies the specified 
threshol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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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내부의 히스토그램 분포 분석을 기반으로 하
여 실제 데이터셋으로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
여 선별하는 파손 영상 선별 알고리즘을 구현하
였다. 그 후,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존의 
GAN과 파손 영상 선별을 수행한 GAN의 결과를 
비교하여 기존 GAN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GAN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WGAN
을 이용한 데이터 확장 기법[5], GAN 기반의 시
점 변환을 통한 차량 영상 데이터 확장 기법[6], 
StyleGAN 기법[7] 등이 있다.

2.1 WGAN을 이용한 데이터 확장 기법
WGAN을 이용하여 데이터셋 확장 기법은 기존 

GAN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
당 연구에서는 MNIST와 NIST 손글씨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데이터 증강을 수행하였다.

또한, 생성되는 데이터의 선별을 위하여 학습
된 Discriminator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나온 결과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일정 범위 
내의 영상만을 새로운 데이터셋에 추가하였으나, 
픽셀 깨짐 현상이 발생하는 영상을 생성하는 등 
정확한 영상 선별 알고리즘을 수행하지는 못하였
다.

2.2 GAN 기반의 시점 변환을 통한 차량 영상 
데이터 확장 기법

해당 연구에서는 DRGAN을 이용하여 차량 영
상의 시점을 변환하고 DeblurGAN과 SRGAN을 통
하여 시점이 변환된 차량 영상의 화질과 해상도
를 개선하여 데이터 확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GAN을 활
용하여 생성된 영상의 화질과 해상도를 향상했을 
뿐 별도의 영상 선별을 위한 알고리즘은 설계하
지 않았다.

2.3 StyleGAN
해당 연구는 NVIDIA에서 개발한 가장 최신의 

GAN으로서, 기존 GAN의 단점인 품질 저하, 생성
자 평준화 등의 문제점을 가중치, 정규화 등의 다
양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보완한 기법이다.

해당 기법은 현존하는 다양한 GAN 기법 중 가
장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운 영상
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그래픽 자원 및 시간 등
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

Ⅲ. 파손 영상 선별 알고리즘 개발

본 연구에서는 파손 영상 선별 알고리즘을 개
발하기 위한 GAN 기법으로 Face generation GAN 
기법을 활용하였다. 해당 기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사람 얼굴 영상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조합을 
이루어 새로운 얼굴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손 영상 선별 알고리즘을 구
현하기 위하여 먼저, 생성된 영상에서 픽셀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유효 영상과 픽셀 깨짐 현
상이 발생한 파손 영상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그
림 1, 2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1. 픽셀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성된 

유효 영상(좌) 및 해당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석(우)

그림 2.  픽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생성된 

파손 영상(좌) 및 해당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석(우)

위와 같은 분석 결과, 영상 내 픽셀 깨짐 현상
은 색상별 255 값을 가지는 픽셀의 분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상 
내 히스토그램을 배열로 가져와 색상별로 행을 
나누고, 각 행의 256번째 값(255 색상 값)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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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진 값
과 가장 적은 분포를 가진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임곗값 이상일 경우, 픽셀 깨짐 현상이 특정 색상
으로 발생하는 영상이며, 이를 새로운 데이터셋에 
추가하지 않도록 하여 파손 영상 선별 알고리즘
을 구현하였다.

Ⅳ.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손 영상 선별 알고리즘
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Image_align_celebA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으며, 255 색상 최댓값 – 최솟값의 
임곗값을 40, 20으로 설정하여 기존 GAN에서 생
성되는 영상의 픽셀 깨짐 발생 빈도를 각각 비교
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환경(임곗값)별 파손 영상 비율 결과

생성된 
영상 수

파손 영상 
수

발생률
(%)

기존 GAN 2,500 396 15.84

임곗값 40 2,500 69 2.76

임곗값 20 2,500 23 0.92

위 실험 결과, 파손 영상 선별 알고리즘을 탑
재하지 않은 기존 GAN에서 본 연구의 영상 데이
터 선별 알고리즘을 임곗값 40으로 적용한 결과 
파손 영상 발생 빈도를 약 83%가량 줄였으며, 임
곗값 20으로 적용한 결과 약 94%가량 발생 빈도
를 줄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데이터셋 생성 방법을 
위한 기법 중 GAN을 사용한 영상 데이터셋 확장 
기법에서 생성되는 파손 영상을 선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알고
리즘을 통해 생성되는 영상 중에서 파손 영상의 
약 80% 이상을 선별해 낼 수 있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GAN 기법 사용 시 생성되
는 영상을 선별하여 데이터 확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생성되는 영상의 화질 및 해
상도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초기 학습 과정에서
의 영상 선별 알고리즘 설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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