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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기반의 지도학습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많은 지도 학습 방법들은 학습 및 테스트 데이
터가 동일한 분포에서 추출된다는 공통된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이 제약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학습 도메인에서 훈련된 딥러닝 네
트워크는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로 인하여 테스트 도메인에서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도메인 적응 기술은 레이블이
풍부한 학습 도메인 (소스 도메인)의 학습된 지식을 기반으로 레이블이 불충분한 테스트 도메인 (타겟 도메인) 에서 성공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딥러닝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전이 학습의 한 방법론이다. 특히 비지도 도메인 적응 기술은 타겟 도메인에 레이블이 전혀
없는 이미지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도메인 적응 문제를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지도 학습 기반의 도메
인 적응 기술들에 대해 탐구한다.

Abstract

Supervised learning based on deep learning has made a leap forward in various application fields. However, many supervised 
learning methods work under the common assumption that training and test data are extracted from the same distribution. If it 
deviates from this constraint, the deep learning network trained in the training domain is highly likely to deteriorate rapidly in the 
test domain due to the distribution difference between domains. Domain adaptation is a methodology of transfer learning that trains 
a deep learning network to make successful inferences in a label-poor test domain (i.e., target domain) based on learned knowledge 
of a labeled-rich training domain (i.e., source domain). In particular, the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technique deals with the 
domain adaptation problem by assuming that only image data without labels in the target domain can be accessed.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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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딥러닝 기반의 지도 학습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큰성공을거두고있다. 그러나많은지도학습방법에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이가정에서벗어나면훈련 데이터
에서 훈련된 딥러닝 네트워크는 도메인 간의 차이로 인해

테스트 도메인에서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실제 적용할 환경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와 정답 레이블을 충분히 생성해야 하기 때

문에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딥러닝의학습 방법
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되는 도메인 적응

기술은훈련도메인에서학습된딥러닝네트워크가테스트

도메인에서성능의 큰저하없이적응하는것을학습목표

로한다. 특히, 비지도학습도메인적응은레이블이지정된
소스 도메인과 레이블이 전혀 없는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만학습중에사용할수있는상황에서도타겟도메인에서

의 성능 저하를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비지도 도메인 적응 방법

들[1-10,12,13] 중 적대적 학습 기반의 방법, 슈도 레이블 기반
의방법, 그리고데이터증강[14]을통한도메인적응방법들

의 대표적인 연구들에 대해 탐구한다. 적대적학습 기반의
방법은 도메인 간의 불변하는 특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

로 하여 최근많은연구들의기초모델로사용된다. 준지도
학습에서 연구되어 온 슈도 레이블 기반의 방법론들은 자

가학습[17,18]의관점으로도메인적응기술에응용되어좋은

성능개선효과를보이고있다. 특히, 최근에는도메인증강
기술을 사용하여 훈련 도메인과 테스트 도메인 사이의 공

간들을생성하고활용하는연구들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Ⅱ. 비지도 도메인 적응

1. 적대적 학습 기반의 방법

적대적 학습 기반의 도메인 적응 방법은 adversarial ob-
jective를사용하여서로다른도메인간의불일치를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도메인 적응에서의 적대적 학습 모델은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1]의 매커니즘을

통해 도메인 간의 불변하는 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효과적

인 방법이다. 적대적 학습 방법에는 특징을 추출하는 fea-
ture extractor와 입력이 어느 도메인의 데이터인지 판별하
는 domain discriminator로 이루어진다. Feature extractor는
domain discriminator를속이기 위해도메인간의불변하는
특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NN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2]은 적대

적 학습을이용한최초의도메인 적응 방법론이다. DANN
은 소스와타겟도메인의 구별을못하게하는특징들을추

출하도록 extractor를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학습은
back-propagation시에 gradient에음의상수를곱하여두도
메인에 대한 특징 분포를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Gradi- 

그림 1. DANN 아키텍처[2]

Fig. 1. The architecture of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s (DANN) mod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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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Reversal Layer (GRL)에 의해 달성된다. Domain dis-
criminator는다음의 cross-entropy를최소화하는손실함수
를 갖는다.

Adversarial discriminative domain adaptation (ADDA) 
은 GAN 손실을사용하여소스및타겟도메인을분할하고
특징을별도로학습할수있게한다. ADDA의학습은크게
3단계로이루어진다. 먼저, 레이블이존재하는소스도메인
의 데이터를 소스 인코더 CNN을 통해 학습한 다음 (pre- 
training 단계), 소스와타겟도메인을구별할수없도록 do-
main discriminator를 학습한다 (adversarial adaptation 단
계). 테스트하는동안타겟이미지는타겟인코더를사용하
여공유기능공간에매핑되고소스분류기에 의해 분류된

다 (testing 단계). 이를 통해 소스 분포와일치하도록 타겟
모델을수정하는비대칭매핑을효과적으로학습하게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생성된공간이 고정된실제공간과구

별할 수 없을 때까지 업데이트 되는 원래의 GAN 학습 설
정과 가장 유사하다.

2. 슈도 레이블 기반의 방법

도메인 적응에서 타겟 도메인 데이터에 대한 슈도 레이

블생성은성능향상에도움이되는기술이다. 슈도레이블
은 일반적으로 예측된 클래스 확률에 기반하여 타겟 도메

인에 대한 슈도 레이블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비지도 학
습 도메인 적응에서는 소스 도메인의 분류기가 타겟 도메

인의 슈도 레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초기 슈도 레이블러로

사용된다. 
Moving semantic transfer network (MSTN)[4]에서는 슈

도레이블을얻기위해 semantic matching과 domain adver-
sary loss를 제안한다. Feature extractor는레이블이지정된

그림 2. ADDA 아키텍처[3]

Fig. 2. The architecture of adversarial discriminative domain adaptation (ADDA) model[3]

그림 3. MSTN 아키텍처[4]

Fig. 3. The architecture of moving semantic transfer network (MSTN) model[4]



514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7권 제4호, 2022년 7월 (JBE Vol.27, No.4, July 2022)

타겟 샘플 없이 의미적으로 분포를 정렬하는 방법을 학습

한다. 제안된의미표현학습모듈을통해사전적대적적응
방법의능력을크게확장한다. 먼저타겟레이블정보가부
족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해타겟샘플에 슈도 레이블을할

당한다. 슈도 레이블에는 분명히 잘못된 레이블이 있으므
로잘못된슈도레이블이지정된샘플로 인해 발생하는편

향을 줄이기 위해 올바르게 슈도 레이블이 지정된 샘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데이터 증강 기반의 방법

도메인 불변의 특징을 학습하기 위한 비지도 도메인 적

응 방법들은 대부분 소스 도메인에서 타겟 도메인으로의

직접적인도메인적응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들은소스와 타겟 도메인간의차이가큰경우에는 효과

적으로처리하기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
스 도메인과타겟도메인 사이의여러중간도메인들을생

성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FixBi[5]는 큰 도메인 불일치를 효율적으로 보상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 특성이 다르고 서로 보완적인 여러 중간

증강도메인을구성한다. 이를달성하기위해고정비율기
반 혼합을 제안한다. 제안된 혼합 접근법은 다음의그림과
같이소스와타겟샘플사이의 다중 중간 도메인을생성한

다. 소스도메인에가까운증강도메인의슈도레이블은더
신뢰할수 있지만 타겟 도메인과의 상관관계는 낮다. 반대
로 타겟 도메인에 가까운 도메인의 슈도 레이블은 신뢰하

그림 4. 비지도 도메인 적응을 위한 브리징 도메인 공간의 개념도[5]

Fig. 4. The concept of bridging domain space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5]

그림 5. FixBi의 제안하는 알고리즘[5]

Fig. 5. An algorithm of the FixB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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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지만 타겟 도메인과 높은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증강된 도메인에서 소스와 타겟 도메인 사이를

연결하여 서로를 학습시키는 보완 모델을 훈련한다. 특히
타겟샘플에 대한 각모델의 높은 신뢰도예측을기반으로

하는 양방향 매칭 (그림 5. (b) Bidirectional Matching)을
도입하여 중간 영역을 타겟 영역으로 이동한다. 또한 자체
교육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모델에 페널티

를 부여하는 자체 페널티 (그림 5. (b) Self-penalization)를
적용한다. 
양방향매칭과자체패널티에서는학습반복마다변하는

모델의 특성을 적절하게 부여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것이

아닌각미니배치의신뢰분포에따른적응임계값을사용

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생성된 증강모델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스 도메인의 샘플과 타겟 도메인

의 샘플 비율이동일한증강영역들을사용하여 일관성정

규화를 적용한다. (그림 5. (c) Consistency Regularization)
Covi[6]는소스도메인과타겟도메인사이에존재하는인

접인스턴스 (vicinal instance)에서의높은불확실성을갖는
인스턴스를 찾아엔트로피를최소화하는 인스턴스별 mini-
max 방법을 제안한다. Minimax 문제의 솔루션을 통해 인

그림 6. 비지도 도메인 적응을 위한 대조적인 주변 공간의 개념도[6]

Fig. 6. The concept of contrastive vicinal space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6]

그림 7. 대조적 보기와 레이블 스와핑의 개념도[6]

Fig. 7. The concept of swapping contrastive views and label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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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공간을대조공간과합의공간의두부분공간으로나눈

다. 대조 공간에서는 인스턴스가 대조적인 보기와 레이블
을 갖도록 제안하여 도메인 간의불일치를완화하고, 합의
공간에서는 도메인 내에서 생기는 클래스 간의 혼동을 줄

인다.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사이에 존재하는 인접 인스

턴스를 각각 대조적인 공간에서 생성하여 그림 7과 같은
대조적보기를확보한다. 두개의대조적인보기는각각소
스 지배적 인스턴스와 타겟 지배적 인스턴스로 구성되며, 
이 보기들은 동일한 소스와 타겟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있

기 때문에, 상위 2개의 레이블이 동일하다는 제약 조건을
통해 일관성을 부여한다.

Ⅲ. 실험

표준 UDA 프로토콜[2] 을따라레이블이지정된소스도
메인과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은 타겟 데이터를 사용하여

UDA 방법론들의성능을비교하였다. UDA용공개벤치마
크인 Office-31[15]과 Office-Home[16]에서 ResNet-50[18,19]네

트워크를사용하여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본실험에서는

데이터증강기반의방법, 슈도레이블기반의방법, 그리고
적대적 학습 방법에서의 대표적인 도메인 적응 기술들의

성능을 비교하여 실험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방식의 학습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1에서는 Office-31 벤치마크를통해도메인적응방법
들에대해성능비교실험을진행하였다. 공개 UDA용벤치
마크인 Office-31은 Amazon(A), Webcam(W), DSLR(D)의
3개 영역에 대해 31개의 범주를 갖는 4,100개의 이미지를
포함한다. 총 6가지 도메인 적응 작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
하였다. 데이터 증강 기반의 방법인 FixBi와 CoVi가 적대
적 학습기반의 방법(DANN)과 슈도 레이블 기반의 방법
(MSTN)에비해좋은성능을보였다. 특히, 데이터증강기
반의방법들은 D→A와W→A와같이도메인차이가큰태
스크에서적대적학습방법론보다 10% 정도더높은 성능
개선효과를보였다. 이러한실험을통해, 소스와타겟도메
인 사이의 공간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FixBi와 CoVi가 큰
도메인 분포 차이를 극복하는 것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는 Office-31보다조금더어려운상황을가정한

Office-Home 벤치마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Office- 
Home은 Artistic images (Ar), Clip art (Cl), Product images 

Method Category A→W D→W W→D A→D D→A W→A Avg

DANN [2] Adversarial 
learning 82.0 96.9 99.1 79.7 68.2 67.4 82.2

MSTN [4] Pseudo label 91.3 98.9 100 90.4 72.7 65.6 86.5

FixBi [5] Augmentation 96.1 99.3 100 95.0 78.7 79.4 91.4

CoVi [6] Augmentation 97.6 99.3 100 98.0 77.5 78.4 91.8

표 1. 비지도 도메인 적응에 대한 Office-31의 정확도(%)
Table 1. Accuracy (%) on Office-31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ResNet-50)

Method Ar→Cl Ar→Pr Ar→Rw Cl→Ar Cl→Pr Cl→Rw Pr→Ar Pr→Cl Pr→Rw Rw→Ar Rw→Cl Rw→Pr Avg

DANN [2] 45.6 59.3 70.1 47 58.5 60.9 46.1 43.7 68.5 63.2 51.8 76.8 57.6

MSTN [4] 49.8 70.3 76.3 60.4 68.5 69.6 61.4 48.9 75.7 70.9 55 81.1 65.7

FixBi [5] 58.1 77.3 80.4 67.7 79.5 78.1 65.8 57.9 81.7 76.4 62.9 86.7 72.7

CoVi [6] 58.5 78.1 80.0 68.1 80.0 77.0 66.4 60.2 82.1 76.6 63.6 86.5 73.1

표 2. 비지도 도메인 적응에 대한 Office-Home의 정확도(%)
Table 2. Accuracy (%) on Office-Home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ResNe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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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그리고 Real-world images (Rw)의 4가지 도메인으로
구성된다. 총 65개의 범주와 15,500개의 이미지를 포함하
고 있다. Office-31에서의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데이터 증
강 기반의 방법들 (i.e., FixBi, CoVi) 이 더 효과적인 도메
인 적응 성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Ar→Cl, Pr→Cl, 그리고
Rw→Cl 와같이도메인차이 (Domain shift)가큰테스크에
서는데이터 증강 기반의방법이적대적 학습 기반의방법

(DANN)의 성능보다 1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Ⅳ. 결 론

지도 학습의 경우 딥러닝 네트워크가 널리 사용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의 학습을 위해 레이블이 할당된 큰 데이

터 세트가 요구된다. 비지도도메인적응은 타겟 레이블이
없을 수도 있는 데이터 세트에 딥러닝 네트워크를 적응시

키는데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다. 본서베이에서우리는
비지도 도메인 적응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탐구하였

다. 우리는대표적인비지도도메인적응방법들을크게적
대적 학습 기반의 방법, 슈도 레이블 기반의 방법, 그리고
데이터 증강 기반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UDA용 공개 벤치마크에서 각 방법별로 성능을 비교하여
비지도 도메인 적응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였다. 최근 비지
도기반의도메인적응기술들은준지도학습, 적대적학습, 
그리고 자가 학습 등의 방법론들과 접목하여 좋은 결과들

을 도출해내고 있다. 부족한레이블문제를 해결하려는다
양한 분야의 방법론들의 융합된 형태의 기술 발전이 앞으

로의 도메인 적응 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증강기술의발전은도메인적응에
서의 큰 도메인 분포 차이를 극복해내기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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