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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은 두 개의 신경망을 대립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

법이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랜덤으로 생성한 노이즈를 재배열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이

미지는 노이즈에 따라 생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지의 픽셀이 적은 경우 제대로 된 이미지를 생성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류에서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와 크기가 증가되는데 이들을 라벨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랜덤으로 생성하던 노이즈에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기

반으로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학습

에 이용할 경우 기존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한 방법보다 더 높은 적중률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re methods of generating images by opposing two neural networks. When generating 
the image, randomly generated noise is rearranged to generate the image. The image generated by this method is not 
generated well depending on the noise, and it is difficult to generate a proper image when the number of pixels of the 
image is small In addition, the speed and size of data accumulation in data classification increases,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labeling them. In this paper,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technique to generate noise based on 
random noise using real data. Since the proposed system generates an image based on the existing image, it i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generate a more natural image, and if it is used for learning, it shows a higher hit rate than the 
existing method using the hostile neural network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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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 또

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학습에 사용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1-3]. 그 중 하나가 

라벨링의 어려움 때문이다. 라벨링은 사람이 진행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서둘러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온 점점 준 지도 학습

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4].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이러한 준 지도 학습의 중 하나

이며 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생성

적 적대 신경망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되었던 것은 안정화

에 있었다. MiniMax 또는 Saddle Problem을 풀어야 하

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이론적으로는 Fixed solution
으로 수렴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이 깨지면서 불안정한 

구조적 단점이 있다[5]. 이후 나오는 연구인 DCGAN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정되게 학습되며 특정 필터들이 

이미지의 특성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

성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후 나오는 논문들에 기반이 되

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6].
그러나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노이즈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생성된 

노이즈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이 달라지며 특히 

적은 픽셀을 가진 이미지를 학습하는 경우 이미지를 잘 

생성하지 못하며, 기존에 이미지를 학습시켜야 하기 때

문에 일정량의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습이 힘

들며, 합성을 하는 경우에도 정도를 지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7].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랜덤으로 생성하

였던 노이즈를 제어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

안한다. 실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한 노이즈를 사용

하여 생성되는 이미지의 품질을 보장하였고 노이즈를 

통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을 경우 

기존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8]은 2014년 

이안 굿펠로우(Ian Goodfellow)가 저술한 논문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AN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이름처럼 두 개의 신경망의 

경쟁을 통해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두 신경망 

모델은 ‘생성자(Generator)’와 ‘판별자(Discriminator)’로 
불리며 생성자는 실제에 가까운 거짓 데이터를 생성하

는 것이 목표로 판별자는 생성자가 생성한 거짓 데이터

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 (1)은 GAN에 대한 

식을 나타낸다.

minmax 

∼ log∼ log

먼저 판별자가 실제 이미지에 대해 학습을 진행한다. 
다음은 생성자가 노이즈를 이용하여 가짜 이미지를 생

성하고 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판별자를 통해 이미지

가 거짓 이미지라고 판별하게 한다. 이 때, 생성자는 판

별자가 거짓이라고 판별된 이유를 이용하여 모델을 변

경한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 한다면 생성자는 판별자가 

판별하지 못할 정도의 이미지를 생성해 낸다는 것이 

GAN의 기본 이론이다.
하지만 두 개의 신경망이 MiniMax 문제를 제대로 해

결하지 못하면서 생성자와 판별자의 균형이 깨지면서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2.2. DCGAN(Deep Convolution GAN)

DCGAN은 이러한 GAN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GAN의 구조에 Convolutional 구조를 합친 구조를 가

지고 있다[9].
먼저 미분이 되지 않는 부분을 convolution으로 대체

하여 생성자와 판별자가 각각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는 “안경을 쓰고 있는 남자들”에서 평균값

을 구하고, “안경이 없는 남자”와 “안경이 없는 여자”를 

만들어 내는 입력값에 대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 각각을 

빼고 더하면 “안경이 있는 여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

는 역할을 하며 생성자가 이미지를 외워서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 배치 정

규화(Batch Normalization)를 사용하여 기존 GAN의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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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인 Mode Collapsing을 완화시켰다[10]. 

2.3.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생성자는 랜덤으로 생성한 노이즈를 재배치하여 이

미지를 생성해낸다. 하지만 이 노이즈에 따라서 많은 문

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위에서 설명한 

Mode Collapsing이 발생하고 적은 픽셀을 가진 이미지

를 학습하는 경우 이미지를 잘 생성하지 못하며, 합성을 

하는 경우에도 정도를 지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에 이미지를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정량

의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습이 힘들다는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노이즈를 

제어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제안한다. 노이즈는 실

제 사진을 바탕으로 설정하되 어느 정도 이미지의 정확

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주며 이를 재배치하여 생성

자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생성자와 판별자의 균형이 깨짐으로 생기는 Mode 

Collapsing 문제는 생성자와 판별자의 입력 값을 비슷하

게 맞춰줌으로써 완화시키고 적은 픽셀의 이미지라도 

기준이 되는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의 이미지

와 비슷한 정도의 품질을 가질 수 있다.
노이즈 제어를 사용한 방법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확

인한다. 노이즈 컨트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고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Ⅲ. 시스템 설계

3.1. 전체 시스템 설계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

다. 먼저 입력 데이터는 Cifar-10을 사용하였다. Cifar-10 
데이터 셋은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개, 개구

리, 말, 배, 트럭이라는 총 10개의 레이블로 이루어진 컬

러 이미지이며 각각의 레이블마다 32*32 크기의 훈련 

이미지 5000장 1000장의 테스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처리는 이미지 전처리와 노이즈 생성기로 구분되

어 있다. 이미지 전처리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재설정하

거나 이미지를 코드 값으로 변경하는 일을 진행한다. 노
이즈 생성기는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노이즈를 

생성해낸다. 네트워크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생성

자 네트워크와 판별자 네트워크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한 신경망을 따로 구축하였다. 생
성자 네트워크는 노이즈를 입력받아 이미지를 생성하

는 일을 수행하고 판별자 네트워크는 생성자와 대립하

면서 생성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검증한다.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생성된 이미 판별 값을 주 출력 단

계에서는 코드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파일로 만들어 저

장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Fig. 1 Structure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2는 전체 시스템 흐름도 이다. 먼저 이미지 전처

리기에서는 이미지를 실험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

누고 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로 변경시킨

다. 다음은 판별자를 학습시키고 이를 복사하여 이미지 

구분기를 생성한다. 초기에는 판별기와 구분기 두 개는 

Fig. 2 System Flowchat



이미지 생성을 위해 노이즈를 이용한 GAN 시스템

703

동일 데이터로 동일 구조로 진행하므로 복사를 해도 무

관하다. 그러면서 학습하면서 각 이미지에 대한 분류 정

확도를 측정하여 메모리에 저장해 둔다. 그 후 정확도와 

노이즈를 생성하고 판별자는 생성자가 학습하는 동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잠금을 걸어둔다. 생성자 학습

이 끝나면 생성된 노이즈와 학습이 끝난 생성자를 이용

하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생성된 이미지가 배치

사이즈보다 적다면 기존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처럼 판

별자에 걸어둔 잠금을 해제하고 다시금 판별자를 학습

한다.

3.2. 노이즈 제어를 사용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설계

그림 3은 노이즈 제어를 사용하여 생성적 적대 신경

망의 흐름도이다. 주어진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

하여 GAN을 학습시킨다. 학습이 끝난 GAN의 판별자

를 이용하여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이

미지를 생성한다. 생성된 이미지는 다시 판별자를 통해 

이미지를 판별하고 이 이미지가 처음 판별된 결과와 같

다면 이 이미지에 대해 GAN을 학습하고 다르다면 이미

지를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고 다음 에포크를 진

행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Fig. 3 GAN with Noise Control Flowchart

Ⅳ. 시스템 구현

해당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프로세서는 i5-4670, 
메모리는 16G, 그래픽 카드는 GeForce GTX 760가 장

착된 컴퓨터에 Windows 10 Pro를 설치하여 사용하였

다. 또한 빠른 학습을 위해 GPU를 사용하기 위하여 

CUDA 10.0을 설치하였으며 Juypter Notebook에서 

Python3.5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4.1. 노이즈 제어와 생산적 적대 신경망 구현

그림 4는 노이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기본이 된 이

미지와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노이즈를 구현했을 때 나

오는 이미지이다. 기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는 알아보기 힘든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노이즈 컨트롤을 사용하여 생성된 이

미지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한 것보다 더 실제 이미지와 

비슷하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기

본이 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묶었을 경우 1행 3
열, 2행 2열, 4행 3열의 이미지는 판별자가 개구리, 말, 
비행기로 인식하였고 이 상태에서 생성자가 학습을 진

행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였기에 알기 힘들지만 그 이외

의 이미지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이미지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보았을 경우 노이즈 제어를 

사용하여 생성된 이미지가 더 현실과 가깝게 생성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Fig. 4 Generated Image Using Noise Control

4.2. 노이즈 제어를 사용한 시스템 구현

그림 5는 학습과정을 나타낸다. 학습은 클래스별 이

미지 1000장씩 넣어서 총 10000장을 사용하여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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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 번의 반복이 진행될 때 마다 판별자 학습, 노이

즈 생성, 생성자 학습을 진행하고 생성자는 다시 각 클

래스별 1000장의 이미지를 생성해 내어 구분기를 통하

여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진 이미지만을 저장한다. 구분

기는 클래스별 1000장의 이미지가 생성되면 구분기를 

학습시키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Fig. 5 Learning Process

그림 6은 노이즈 제어없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생성한 이미지와 노이즈 제어를 사용하여 생성된 이미

지를 사용하여 학습하였을 때 10번의 에포크 당 평균 정

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학습시켰을 경우 약 35%, 노이즈 컨트

롤을 사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학습시켰을 경우 약 

49%의 정확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의 방법

을 비교해본다면 14%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안하는 방법을 학습 데이터가 적은 경우

에 사용한다면 데이터의 양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였던 

기존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한 시스템이 생성된 이미

지의 기초가 실제 이미지에서 기반이 되었고 이를 사용

하여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이 기존의 방식보다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준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노이즈로 인

해 물체들이 마치 흔들리게 보이저나 생성자와 판별자

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이미지의 품질이 현저

히 낮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생성적 적

대 신경망에 노이즈를 제어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노
이즈를 제어함으로서의 이점은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학습

에 사용하여도 정확도가 상승한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

었다. 구현에서 보았듯이 노이즈 제어를 사용한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품질이 좋은 이미지를 생성

하였고 이를 다시 학습에 이용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템

보다 약 14%의 성능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영상 합성이나 영상 복원, 영상 교체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기존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노이즈 

컨트롤을 추가함으로서 데이터 양이 적은 경우, 특히 데

이터의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많으나 이를 전부 라벨

링을 하기 힘든 최근의 경우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으로 라벨링은 물론이고 이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는 라벨링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 및 다른 종류의 GAN을 활용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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