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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암시적 신경 표현을 이용한 적대적 생성 모델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적대적 생성 모델 (GAN)은 그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실존하는 이미지와 구분이 되지 않는 가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GAN의 생성 능력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 효율적인 GAN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산 및 메모리 관점에서 효율적인 GAN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4K 이상의 초고해상도 이미지 학습 

등을 위해서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연구가 없었던 

이유는 현재까지도 흔히 사용되는 3x3 컨볼루션 GAN에서는 학습 

방법의 혁신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최근 암시적 신경 표현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INR)을 GAN에 적용하여 다층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진 GAN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INR을 이용한 GAN (INR-

GAN)은 이미지의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해상도로 생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3x3 컨볼루션 GAN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효율적인 

학습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 특징을 이용하여 

INR-GAN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학습을 

제안한다. 또한, 다단계 학습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와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의 사용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는 우리가 제안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학습 방법 대비 

~20%의 MACs, ~20%의 GPU 메모리만 사용하여 같은 FID 성능을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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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적대적 생성 모델, 암시적 신경 표현, 효율적인 학습, 딥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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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적대적 생성모델 (GAN) [11]의 엄청난 발전은 훈련 데이터에 있는 

진짜 이미지와 구분하기 힘든 가짜 이미지의 생성을 가능케 했으며, 

단순 이미지 생성 [11, 1]을 넘어 3차원 구조를 고려한 이미지 생성 [8, 

15, 18, 22, 24], 훈련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넘어서는 이미지 

생성 [6] 등 더욱 실용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 확장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GAN을 데이터 

효율적으로 학습하려는 연구 [26, 30]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산량 및 메모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학습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4K 

이상의 초고해상도 이미지 학습이나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온라인 학습 

등에서 아직 GAN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암시적 신경 표현(INR)은 본래는 3차원 메쉬를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법 [19]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INR의 표현력을 

개선하는 최근의 연구들 [21, 34]과 실제로 매우 잘 동작함을 보여주는 

예시들 [4]이 등장하며, INR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GAN 또한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INR을 이용한 GAN (INR-GAN) [12, 

13]이 잇따라 몇몇 데이터셋에서 최고의 성능을 기록하며, 3x3 

컨볼루션의 대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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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NR-GAN의 좌표 샘플링 예시. (a) - (𝑥, 𝑦)  샘플링 공간에서 

일부분만 샘플링하여 패치를 생성할 수 있다. (b) – (𝑥, 𝑦)  샘플링 

공간에서 샘플링 밀도를 조정하여 생성하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다. 

 

INR-GAN은 (𝑥, 𝑦)  좌표를 입력으로 받아 각 픽셀의 RGB 값을 

독립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3x3 컨볼루션 GAN이 가지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그림 1-(a)처럼 (𝑥, 𝑦)를 전체 

샘플링 공간에서 일부만 샘플링 한 것을 GAN에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미지 전체가 아닌 원하는 부분의 패치만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림 1-(b)처럼 (𝑥, 𝑦) 의 샘플링 밀도를 조정하여 생성하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INR-GAN 연구들에서는 좌표 외삽, 초해상화 등의 재미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위에 서술한 특성을 이용하여 INR-GAN을 기존의 학습 

방법보다 계산량 및 메모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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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단계 학습으로, 학습을 위해 

생성하는 크기는 동일하지만, 단계를 거듭할수록 더 큰 이미지의 패치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32x32 이미지의 16x16 

패치를 생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64x64 이미지의 16x16 패치를 

생성하는 식이다. 이는 학습 시에 생성하는 이미지의 크기는 작게 

유지하면서 훨씬 큰 이미지의 학습을 가능케한다. 또한, 다단계 학습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와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의 사용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의 학습 방법이 기존의 학습 방법과 같은 

FID 성능을 유지하면서 ~20%의 MACs, ~20% GPU 메모리만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3). 또한, 제안한 각 학습 방법이 

모두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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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적대적 생성 모델 
 

적대적 생성 모델(GAN)은 생성기와 판별기의 적대적 학습을 통해 

임의의 잡음으로부터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yleGAN [28, 29]은 FFHQ [28], CelebA-HQ [37], 

LSUN Bedrooms [10]과 같이 한정된 클래스의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모델로 입력으로는 학습 가능한 상수를 넣어주며, 

임의의 잡음을 weight demodulation을 통해서 생성 과정에 반영한다. 

BigGAN [2]은 ImageNet [16]과 같은 다양한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 

생성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모델로 입력으로는 임의의 잡음을 

넣어주며, 클래스 정보를 conditional batch normalization [9]을 통해서 

생성 과정에 반영한다. 또한, 다양한 구조를 가진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self-attention [3]을 이용하여 feature를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섞어준다. 

 

 

제 2 절  암시적 신경 표현 
 

암시적 신경 표현(INR)은 좌표 입력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딥 러닝에서 INR 사용을 가장 처음 제안한 

논문은 Occupancy Network [19]로, 3차원 메쉬를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INR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매우 간단한데, 입력으로 (𝑥, 𝑦, 𝑧)  3차원 좌표값을 넣으면 여러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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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셉트론을 지나서 출력으로 해당 3차원 좌표가 메쉬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0 혹은 1로 반환하는 구조이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INR을 positional encoding [21]이나 sin 활성화함수 [34]를 통과시키면 

spectral bias [23]에서 벗어나 고해상도 이미지를 INR로 인코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NeRF [4]에서는 INR과 체적 렌더링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들로 3차원 구조를 우회적으로 학습하여, 

학습 데이터에는 없는 각도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함을 보였다. 

 

 

제 3 절  암시적 신경 표현을 이용한 적대적 생성 모델 
 

암시적 신경 표현을 이용한 적대적 생성 모델(INR-GAN)은 학습 

가능한 상수나 임의의 잡음을 입력으로 주지 않고 INR을 입력으로 

준다는 점, 모든 3x3 컨볼루션 연산이 다층 퍼셉트론으로 대체되어 

(𝑥, 𝑦)  입력에 대하여 RGB 값을 독립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GAN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CIPS 

[12]와 INRGAN [13]이 있으며, 특히 CIPS는 LSUN Churches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하여 INR-GAN의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었다. 

 

 

제 4 절  대조 손실함수 
 

대조 손실함수는 최근 이미지 분야에서 자가지도학습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MoCo [17, 35]와 SimCLR [32, 

33]는 음의 쌍이 있는 대조 손실함수의 적용하여 자가지도학습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BYOL [14]과 SimSiam [36]은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의 적용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자가지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CUT [27]에서는 쌍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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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변환 문제에서 처음으로 대조 손실함수를 적용하여 픽셀 수준의 

RGB 복원 손실함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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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NR-GAN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우리는 계산 및 메모리 관점에서 효율적인 INR-GAN 학습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학습을 위해 생성하는 크기는 동일하지만, 점점 더 

큰 이미지의 패치를 생성하는 다단계 학습 방법 (§3.1)을 제안한다. 

또한,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 (§3.2)와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 (§3.3)를 조합한 최종 손실함수 (§3.4)를 다단계 학습에 

적용하여 매우 효율적인 INR-GAN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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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단계 학습 및 추론. Training: 좌표 샘플링 해상도를 조절하여 

적대적 손실함수와 복원 손실함수를 함께 이용하여 학습한다. Inference: 

최종 해상도의 좌표를 샘플링하여 이미지를 생성한다. 

 

 

제 1 절  다단계 학습 
 

그림 2의 Training 부분은 우리가 제안하는 다단계 학습을 도식화 

한 것으로, 총 3단계를 거쳐 학습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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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좌표 샘플링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해상도 (ex. 8x8)의 1/4에 해당하는 해상도 (ex. 2x2)의 

좌표를 샘플링하여 생성기에 임의의 잡음과 함께 입력으로 넣어주고, 

아래의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표준적인 GAN 학습을 한다. 

 

𝐿! 	= 𝐴𝑑𝑣𝑒𝑟𝑠𝑎𝑟𝑖𝑎𝑙	𝐿𝑜𝑠𝑠					(1) 

 

첫 번째 단계 학습을 통해서 생성기는 최종 해상도 이미지의 

지역적인 디테일을 배울 수는 없지만,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이 완료된 

생성기를 복원 손실함수 계산을 위해 별도로 남겨두고, 생성기의 학습을 

이어간다. 좌표 샘플링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해상도 (ex. 

8x8)의 1/2에 해당하는 해상도 (ex. 4x4)의 좌표를 샘플링한 후 1/4 

해상도 (ex. 2x2)가 되도록 랜덤 크롭하여 생성기에 임의의 잡음과 함께 

입력으로 넣어준다. 또한, 복원 손실함수 계산을 위해 그에 대응하는 

1/4 해상도 (ex. 2x2)의 좌표 또한 샘플 하여 별도로 남겨둔 생성기에 

위에서 사용한 잡음과 함께 입력으로 넣어준다. 학습은 아래의 

손실함수를 통해서 적대적 손실과 복원 손실을 함께 사용한다. 

 

𝐿" = 𝐴𝑑𝑣𝑒𝑟𝑠𝑎𝑟𝑖𝑎𝑙	𝐿𝑜𝑠𝑠 +666(𝑑𝑜𝑤𝑛𝑠𝑎𝑚𝑝𝑙𝑒(𝑃#) −	𝐼##)"
$%

					(2)
&

 

 

두 번째 단계부터는 판별기가 전체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닌, 

이미지의 패치만을 보고 진위여부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생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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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복원 손실함수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지 전체적인 구조를 잘 배운 생성기가 생성한 이미지를 

복원함으로써 패치만을 보는 판별기를 사용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좌표를 우리가 원하는 최종 해상도 (ex. 8x8)와 

1/2에 해당하는 해상도 (ex. 4x4)에 맞추어 샘플링 후에 1/4 해상도 (ex. 

2x2)로 랜덤 크롭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두 번째 단계와 학습 방법이 

동일하며, 아래의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𝐿' = 𝐴𝑑𝑣𝑒𝑟𝑠𝑎𝑟𝑖𝑎𝑙	𝐿𝑜𝑠𝑠 +666(𝑑𝑜𝑤𝑛𝑠𝑎𝑚𝑝𝑙𝑒(𝑃) −	𝑃#)"					(3)
$%&

 

 

위와 같이 총 3단계의 단계적 학습을 할 때 생성하는 이미지 

크기는 최종 해상도 이미지의 1/16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산 및 

메모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된 INR-GAN을 이용하여 추론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최종 해상도에 알맞게 좌표를 샘플링하여 생성기에 임의의 잡음과 함께 

입력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때, 생성기는 세 번째 단계에서 

학습이 완료된 생성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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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일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와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 (a) – 

단일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를 사용하면, 바로 직전 단계의 이미지와 

손실을 계산한다. (b) –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를 사용하면, 앞에 두 

단계의 이미지들과 손실을 각각 계산하여 더한 것을 손실함수로 

사용한다. 

 

 

제 2 절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 
 

다단계 학습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복원 손실함수는 

그림 3-(a)처럼 직전 단계의 생성기에서 생성한 이미지 𝑃 와 현재 

단계의 생성기에서 생성한 이미지 𝑃#을 다운샘플링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함수는 매 단계마다 학습되는 생성기가 최적이라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최적의 손실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된 

생성기가 최적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가정일 뿐, 실제로는 최적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고려한 손실함수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단계 학습 세 번째 단계의 복원 손실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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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때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한 이미지 𝐼##과 두 번째 단계에서 

생성한 이미지 𝑃# 와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𝐿' = 𝐴𝑑𝑣𝑒𝑟𝑠𝑎𝑟𝑖𝑎𝑙	𝐿𝑜𝑠𝑠 +666(𝑑𝑜𝑤𝑛𝑠𝑎𝑚𝑝𝑙𝑒(𝑃) −	𝑃#)"
$%&

+	666(𝑑𝑜𝑤𝑛𝑠𝑎𝑚𝑝𝑙𝑒(𝑃) −	𝐼##)"					(4)
$%&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를 통해 세 번째 단계의 생성기는 𝐼##과 

𝑃#을 모두 참고하여 가장 좋은 복원 손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4: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 Encoder와 Predictor를 

사용하는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복원 손실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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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 
 

지금까지 사용한 복원 손실함수는 픽셀 수준에서 RGB 값을 

비교하여 차이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복원 손실함수를 

통해서 생성기가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전 단계의 생성기가 

학습한 구조 정보일 뿐, 단순히 픽셀 수준에서 RGB 값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조 손실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 [14, 36]가 복원작업에 있어서는 음의 

쌍이 있는 대조 손실함수 [17, 32, 33, 35]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4에 해당하는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𝐿()*()+* =	−6666(𝐶𝑜𝑠𝑖𝑛𝑒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𝐻,##, 𝑠𝑡𝑜𝑝𝑔𝑟𝑎𝑑(𝐹,#)
$%&,

+ 	𝐶𝑜𝑠𝑖𝑛𝑒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𝐻,#, 𝑠𝑡𝑜𝑝𝑔𝑟𝑎𝑑(𝐹,##))	 					(5) 

(𝐸𝑛𝑐𝑜𝑑𝑒𝑟를	통과한	것을	𝐹, 𝑃𝑟𝑒𝑑𝑖𝑐𝑡𝑜𝑟를	통과한	것을	𝐻	라고	부르기로	한다. )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단순 RGB가 아닌, 

다양한 레벨의 표현에서 더 유의미한 복원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제 4 절  최종 손실함수 
 

다단계 학습에서 사용하는 각 단계별 최종 손실함수는 아래와 같다. 

 

𝐿! = 	𝐴𝑑𝑣	𝐿𝑜𝑠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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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 = 𝐴𝑑𝑣	𝐿𝑜𝑠𝑠 −6666(𝐶𝑜𝑠𝑖𝑛𝑒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𝐻,##, 𝑠𝑡𝑜𝑝𝑔𝑟𝑎𝑑(𝐹,#)
$%&,

+ 	𝐶𝑜𝑠𝑖𝑛𝑒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𝐻,#, 𝑠𝑡𝑜𝑝𝑔𝑟𝑎𝑑(𝐹,##))	 				(7) 

 

𝐿' = 𝐴𝑑𝑣	𝐿𝑜𝑠𝑠	 −6666(𝐶𝑜𝑠𝑖𝑛𝑒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𝐻,##, 𝑠𝑡𝑜𝑝𝑔𝑟𝑎𝑑(𝐹,)
$%&,

+ 	𝐶𝑜𝑠𝑖𝑛𝑒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𝐻, , 𝑠𝑡𝑜𝑝𝑔𝑟𝑎𝑑(𝐹,##))	

−6666(𝐶𝑜𝑠𝑖𝑛𝑒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𝐻,#, 𝑠𝑡𝑜𝑝𝑔𝑟𝑎𝑑(𝐹,)
$%&,

+ 	𝐶𝑜𝑠𝑖𝑛𝑒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𝐻, , 𝑠𝑡𝑜𝑝𝑔𝑟𝑎𝑑(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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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INR-GAN 학습을 계산 및 메모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며, 성능 또한 기존의 학습 방법에 밀리지 

않는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실험 설계 (§4.1) 및 평가 지표 (§4.2)에 

대해 설명하고, 다단계 학습 방법이 이미지 생성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인다 (§4.3). 또한, 제안하는 각 방법의 적용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하여 우리가 제안하는 각 방법이 모두 유의미한 성능 증가를 

가져왔음을 보인다 (§4.4). 

 

 

제 1 절  실험 설계 
 
Baselines.  인공신경망 모델은 CIPS [12]에서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가 제안한 학습 방법을 CIPS, COCO-GAN [5]의 학습 

방법과 비교한다. CIPS 학습 방법은 일반적인 GAN 학습 방법과 

동일하게 생성기는 이미지 전체를 생성하고 판별기는 이미지 전체를 

판별한다. COCO-GAN 학습 방법은 생성기는 이미지의 패치를 생성하고, 

판별기는 해당 패치를 판별한다. 우리는 COCO-GAN 학습 방법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1/16 패치 생성에 적용하였다. 

 

Dataset.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총 29k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CelebA-HQ [37]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우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유의미한 비교를 위하여 128x128 해상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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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평가 지표 
 

Frechet Inception Distance (FID).  이미지 생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규분포 잡음을 이용하여 생성된 이미지와 학습 

데이터셋 사이의 FID [20]를 계산한다. 효율성을 위하여 10000장의 

생성된 이미지와 학습 데이터셋에서 임의로 추출한 이미지를 FID 

계산에 사용하였다. 우리는 ImageNet [16]에 사전 학습된 Inception-

V3 [7]를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였다. 

 

FLOPS.  학습 방법의 계산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실제로 소모되는 MACs를 비교한다. MACs 추정을 위하여 

우리는 THOP 라이브러리 [31]를 사용하였다. 

 

GPU Memory.  학습 방법의 메모리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실제로 소모되는 GPU Memory를 비교한다. 학습 

과정에의 Peak GPU Memory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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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방법을 통해 학습된 생성기에서 생성된 이미지. (a) – CIPS의 

기본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 생성된 이미지. (b) – COCO-

GAN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 생성된 이미지. (c) – 우리가 

제안한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 생성된 이미지. 

 

 

표 1: CIPS, COCO-GAN, 제안한 학습 방법의 FID, GPU Memory, 

MACs 비교. 제안한 학습 방법이 COCO-GAN보다 살짝 많은 Memory, 

MACs를 사용하지만, CIPS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양으로 같은 성능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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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평가 지표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5-(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OCO-GAN의 학습 방법처럼 

단순히 패치만을 생성하고 판별한다면 이미지의 구조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며, 이는 미간이 극도로 좁은 얼굴,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눈동자, 높이가 다른 양쪽 눈 등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학습을 길게 이어간다고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데, COCO-

Short와 COCO-Long은 학습기간이 3배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FID 

측면에서 개선이 거의 없었다. 

 

반면에, 우리가 제안하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그림 5-

(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지의 구조적인 부분을 잃지 않으면서 

이미지의 지역적인 디테일 또한 매우 잘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 1에서 CIPS와 Ours의 FID 수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GPU Memory와 MACs 측면에서는 복원 손실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별도로 남겨둔 생성기와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의 계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Encoder와 Predictor 때문에 COCO-GAN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CIPS와 비교했을 때 이 차이는 매우 

미미하며, CIPS에서 사용하는 GPU Memory의 ~20%, MACs의 ~20% 

만을 사용하면서 같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AN 

학습은 일반적으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GPU 5대를 이용하여 학습하던 것을 GPU 1대만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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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COCO-GAN 43.5 

+ 다단계 학습 29.1 

+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 27.9 

+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 24.5 

CIPS 24.3 

표 2: 제안하는 각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결과. 다단계 학습으로 

FID가 대폭 낮아졌으며,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와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 모두 의미있는 FID 향상이 있었다. 

 

 

제 4 절  제안하는 각 방법의 적용에 따른 성능 변화 
 

표 2는 제안하는 각 방법을 CelebA-HQ 128x128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성능 변화를 얻어낸 것이다. 가장 큰 성능 향상은 다단계 

학습의 적용 그 자체로, 43.5에서 29.1까지 큰 폭의 FID 향상이 있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판별기가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지 못해서 

그림 5-(b)와 같이 학습되는 것을 다단계 학습이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와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의 적용 모두 각각 의미있는 FID의 향상을 가져와 

최종적으로는 CIPS와 동일한 FID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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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우리는 GAN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INR-GAN의 다단계 학습과 

그를 도와주는 다중 스케일 복원 손실함수와 음의 쌍이 없는 대조 

손실함수의 사용을 제안한다. 우리는 제안한 방법이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케 하여 기존의 방법 대비 ~20% MACs, ~20% GPU 메모리만 

사용하여 같은 성능의 GAN을 학습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이는 GPU 5대를 이용하여 학습하던 GAN을 GPU 1대만 이용하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메모리 사용량을 

요구하는 GAN 학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ImageNet 

생성을 목표로 하는 GAN [2]이나 3차원을 고려한 이미지 생성을 

목표로 하는 GAN [8, 15, 18, 22, 24]에 우리의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는 것은 흥미로운 추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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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ient Training of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GANs 

 

Namwoo Le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has made tremendous progress despite 

its very short history, reaching the level of generating fake images that are not 

distinguished from real ones. Although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data-efficient GAN train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GAN’s generation 

capability, researches have not been conducted on efficient GAN training of 

computational and memory perspective, which is an essential field for image training 

over 4K. The reason for the absence of these studies is that innovation of learning 

methods has been difficult in 3x3 convolutional GANs, which are still commonly 

used. However, GANs made of multi-layer perceptrons have recently emerged one 

by one by applying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INR) to GANs. GANs using INR 

(INR-GAN) has the potential for efficient training that could not be attempted in 3x3 

convolutional GANs because it is characterized by being able to create the desired 

portion of the image at the desired resolution. We propose multi-stage learning as a 

way to enable efficient training in INR-GAN using the above features. In addition, 

we propose the use of multi-scale reconstruction loss and contrastive loss without 

negative pairs that can maximize the performance of multi-stage training.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ame FID performance can be obtained using 

only ~20% MACs and ~20% GPU memory compared to conventional tra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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