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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교차 검증을 이용한 생성모델의 설
계 및 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의 생성 모델을 통한 데이
터 생성 시 생성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얼마만큼 유
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차 검증을 이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생성모
델의 입력 데이터로는 부분방전 패턴을 사용하였다. 원본 데이
터와 교차검증을 이용해 생성된 데이터끼리 분류율을 비교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Abstract

1. 서

<그림 1> 일반적인 DCGAN의 구조

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량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전력 설비용량 역시 상승중이다. 전력 설비에 사고가 발생
하게 되면 전력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방전 진단 시스템의 도입이 고려되
었으며 가스 절연 개폐기를 사용한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극초단파 센서를 이용한 부분 방전 측정 및 위치 파
악 기술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방전 데이터를 사용한
다. 사용된 데이터의 양이 적어 분류기의 성능이 낮다고 판단하
여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를 증량하여 사용
한다. 이 때 증량된 데이터를 다른 증량된 데이터와 교차 검증
하여 두 데이터 모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패턴을 가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증량은 심층 합성곱 생성적 적
대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류기의 분류
성능이 개선된다면 데이터 증량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가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원본 데이터의 특징을 많
이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데이터 생성 시 특정한 패턴만
생성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2. 본

      ∼   log    ∼    log    (1)

2.1.2 CNN

CNN은 1998년 얀 르쿤이 초기 버전을 제안한 알고리즘이다.
이미지 인식률에 있어 높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이며 일반적
으로 Input layer, Convolution layer,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 그리고 Output layer로 구성된다. Convolution
layer에선 특징 추출과 차원 축소 과정이 이루어지며 특징 맵이
축적된다. Pooling layer에선 특징 맵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과정을 진행하며 Pooling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역 내의 최댓
값을 추출하는 Max Pooling과 평균값을 추출하는 Average
Pooling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두 방식 모두 특징 맵의 크기
를 반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론

2.1 DCGAN과 CNN

본 논문에서 사용한 생성 네트워크는 심층 합성곱 생성적 적
대 신경망[1](Deep Convoluti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DCGAN)을 사용하였으며 생성된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하여 합성곱 신경망[2](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을
사용하였다. 생성된 데이터는 DCGAN의 판별자 파라미터를 이
용해 검증하였다. 사용된 데이터가 2차원이미지 데이터이기 때
문에 이미지 데이터 분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CNN을 분류
기로 사용하였다.
2.1.1 DCGAN

DCGAN은 기존 GAN의 단점을 개선한 알고리즘이다. 기존의
GAN은 일반적인 신경회로망을 사용하는 구조이기에 학습이 어
려우며 생성자가 판별자를 속이기 쉬운 제한된 이미지만 생성하
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성자와 판
별자의 신경망 구조를 CNN구조로 변화시킨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의 그림 1과 식 (1)은 DCGAN의 Generator의 구조와 GAN
의 목적함수 식이다.

그림 2 일반적인 CNN의 구조

2.2.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고찰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부분방전 데이터 패턴은 정상 상태와 자
유도체 방전 두 가지이다. 기존의 실험에서 정상 상태와 자유도
체 방전을 제외한 나머지 상태는 각 데이터 패턴 별 특징이 뛰
어나 분류가 잘 되었기 때문에 분류가 잘 되지 않았던 두 가지

- 1954 -

패턴만 사용하였다. 정상 상태는 200개, 자유도체 방전은 150개
의 데이터를 가지고 증량을 실시하였다. 증량된 데이터는 정상
상태 200개 자유도체 방전 150개로 두 가지 패턴 모두 데이터의
양이 2배로 늘어났다. 실험에 사용된 DCGAN과 CNN 분류기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표 3> 분류 결과

데이터 패턴
정상상태
기존
데이터로
만 학습 자유도체
증량된 정상상태
데이터를
학습에 자유도체
추가

<표 1> DCGAN의 파라미터

Generator

Parameters
Size of input
Size of filter
TCL
Activation
OL
function
Size of Output

Value
[1 * 200]
[5 * 5]
ReLU
tanh
[600 * 128]

Size of input
[600 * 128]
Size of filter
[5 * 5]
Discriminato
Activation
CL
Leaky ReLU
r
function
OL
Sigmoid
Size of Output
[1 * 1]
Size of Batch
10
Epoch
3000
Learning rate
0.002
TCL : Transposed Convolution Layer, OL : output Layer,
CL : Convolution Layer
<표 2> CNN패턴 분류기의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
C1,
C2
[5
* 5]
size of Filter
P1, P2
[2 * 2]
C1
24
C2
12
Number of Filter
P1,P2
1
Method of Pooling
Max Pooling
C1, C2
1
Stride
P1, P2
2
Padding
Not used
Size of batch
10
Learning rate
0.001
Epoch
50
Activation function
ReLu
Optimizer
Adam
C1 : 1st convolution layer, C2 : 2nd convolution layer
P1 : 1st pooling layer, P2 : 2nd pooling layer

분류율
52.8
46.7
70.8
68.1

52.8%

기존의 데이터만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 분류 정확도는
와
로 각 패턴끼리 서로 오분류한 경우가 많았다 정상상태는
개의 패턴 중 개만을 정상상태라고 분류하였으며 자유도체
방전은 개의 패턴 중 개만을 자유도체 방전이라고 분류하여
상당히 낮은 분류율을 볼 수 있었다 증량된 데이터를 학습에
추가 한 결과 정상상태 패턴
개 중
개를 정상상태라고 분
류하였으며 자유도체 패턴은
개의 패턴 중 개를 자유도체
패턴이라고 분류하였다 분류율은 각각
와
로 기존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였을 때 보다 상당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46.7%
123

90

.

65

42

.

.

154
116

3. 결

.

109
79
70.8% 68.1%

론

본 논문에서는 DCGAN을 사용하여 부분방전 데이터를 생성
하고, 생성된 데이터들 끼리 비교하여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
는 데이터만을 최종 생성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부분방전 패
턴 분류기로는 CNN 패턴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생성된 데이터
는 정상상태 패턴과 자유도체방전 패턴 2가지 패턴을 생성하였
다. 두 가지 패턴만 생성한 경우 상당히 높은 분류율의 상승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나머지 부분 방전 패턴들
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증량하여 CNN 패턴분류기로 분류를 진
행하여 교차 검증 방식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한다.
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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