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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부한 데이터셋을 동일한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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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로 구분한 후 딥 뉴럴 네트워크(Deep Neural 
Network, DNN)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 할 

경우 대부분 매우 높은 시험 정확도(test accuracy)를 

보인다. 사전 학습된(pre-trained) 네트워크를 전이 학

습(transfer learning)에 이용할 경우 적은 데이터로도 

충분한 시험 정확도 성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학습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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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often gives impressive solutions to handle domain shift of data. Most of current 
approaches assume that unlabeled target data to train is abundant. This assumption is not always true in practices. 
To tackle this issue, we propose a general solution to solve the domain gap minimization problem without any 
target data. Our method consists of two regularization steps. The first step is a pixel regularization by arbitrary 
style transfer. Recently, some methods bring style transfer algorithms to domain adaptation and domain 
generalization process. They use style transfer algorithms to remove texture bias in source domain data. We also 
use style transfer algorithms for removing texture bias, but our method depends on neither domain adaptation nor 
domain generalization paradigm. The second regularization step is a feature regularization by feature alignment. 
Adding a feature alignment loss term to the model loss, the model learns domain invariant representation more 
efficiently. We evaluate our regularization methods from several experiments both on small dataset and large 
dataset. From the experiments, we show that our model can learn domain invariant representation as much as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methods.

Key Words : Domain Adaptation(도메인 적응), Domain Generalization(도메인 일반화), Style Transfer(스타일 이전), 
Convolutional Neural Nework(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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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상이한 경우 도메인 변

화(domain shift)에 대해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

이 현저히 감소한다. 도메인 변화에 따른 딥 뉴럴 네

트워크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연구되

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도메인 적응

(domain adaptation) 분야로 시험 데이터와 동일한 도

메인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함께 학습하여 학습 

도메인에 편향되지 않는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때 시험 데이터와 동일한 도메인의 데이터는 일반

적으로 비지도(unsupervised) 학습 방법이 적용된다. 두 

번째는 도메인 일반화(domain generalization) 방법이다. 
도메인 일반화 방법은 시험 데이터와 동일한 도메인

의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제 3의 도메인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도메인에 편향되지 않는 특징

을 검출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다.
  도메인 적응 분야와 도메인 일반화 분야에서 이뤄

진 연구들은 도메인 변화 문제를 비교적 잘 해결하지

만 각 분야에서 사전에 정의된 형식들을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수집이 매우 어려워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

하여 활용하는 경우, 시험에 사용될 소수의  실 데이

터 외에는 또 다른 데이터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도메인 적응을 위한 시험 데이터와 동일 도메인의 비

지도 데이터 혹은 도메인 일반화를 위한 제 3의 도메

인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연구 방법론

들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직 학습 도메인의 데이터

만 존재할 때, 학습 도메인의 데이터에 과적합(over 
fitting)되지 않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는 기존의 연구방법론과는 

달리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간의 매개 역할을 하

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 추가적인 자

기-정규화(self-regularization) 단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

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자기-정규화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임의 스타일 변환(arbitrary style transfer)
을 통한 픽셀 정규화이다. 이미지넷(ImageNet)[2]을 통

해 사전 학습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의 경우 데이터의 모양 보다는 

데이터의 질감(texture)에 편향되어 있음이 Geirhos[3]로

부터 지적되었다. 데이터의 질감의 경우 도메인 변화 

시 공유되기 어려운 특성이므로 모델 학습 시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질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학습해야한다. 
픽셀 정규화를 통해 매 학습 때마다 데이터의 질감을 

임의의 스타일로 변환함으로써 모델은 특정 질감에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의 특징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된

다. 학습 데이터의 질감을 매 학습 때마다 변환하기 

위해서는 임의 스타일 변환 알고리즘이 두 가지 조건

을 만족해야한다. 학습 시 매 스텝마다 스타일을 변환

해야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며, 다음

으로는 데이터의 질감 외의 공간 정보는 유지해야한

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 스타

일 변환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두 번째 자기 정규화 과정은 특징 정규화(feature 
regularization)이다. 특징 정규화는 픽셀 정규화된 데이

터를 학습하는 모델에게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시하

는 역할을 한다. 특징 정규화항이 추가된 손실 함수를 

역전파(back propagation)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은 특

정 도메인에 편향되지 않는 특징을 추출하는 법을 학

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가 작은 데이터셋과 규모가 큰 

데이터셋에서의 실험을 통해 자기 정규화를 적용한 

학습모델이 비지도 도메인 적응 기법을 적용한 학습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내는 점을 확인하였다. 규모가 작은 데이터로는 숫자 

분류 데이터들(MNIST-M[1], SVHN[24], MNIST[28])을 사

용하였으며, 규모가 큰 데이터로는 Visda2017-C[4]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도메인 변화

  도메인 변화는 머신 러닝 모델이 학습할 때 적용된 

학습 도메인의 데이터(  ∈)와 학습된 모델이 

시험할 때 쓰인 시험 도메인 데이터( ∈)간의 

차이가 발생한 현상을 의미한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학습/시험 데이터 분할 방식은 전체 데이터 중 특정 

부분을 시험 데이터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학습 데이

터로 지정하기 때문에 학습 도메인의 데이터와 시험 

도메인의 데이터 간의 차이가 없지만 현실에서는 학

습 시 사용하는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이 적용되는 데

이터간의 도메인 격차가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

를 들면, 유럽의 자율주행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모

델을 바로 한국의 도로에서 획득된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예상했던 성능보다 현저히 떨어진 성능을 마

주하게 된다. 이러한 도메인 변화에 따른 모델 성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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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연구들은 학습 도메

인의 데이터를 학습 시 다양한 매개 데이터를 같이 

학습함으로써 모델의 학습 도메인에서의 성능과 시험 

도메인에서의 성능 차를 줄이고자 했다[1,5,11].
  매개 데이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는 시험 

도메인과 동일한 도메인의 비지도 데이터(  ∈)
이다. 비지도 데이터란 데이터의 정답이 주어지지 않

은 데이터를 말한다. 시험 도메인과 동일한 도메인의 

비지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도메인과 시험 도메

인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방법론을 비지도 도메인 적

응(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UDA)이라고 한다. 
비지도 도메인 적응 방법은 매개 데이터의 활용 방법

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매개 데이터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와 학

습 데이터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다. Ganin[1]은 입력된 특징 벡터들이 어느 도메

인에 속해있는지를 판별하는 도메인 판별모델을 도입

하여 처음으로 적대적 학습 방법을 이용한 비지도 도

메인 적응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Ganin[1]은 

실제 학습 모델의 경우 도메인 판별 모델의 미분방향

의 역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 특정 도메인에 

편향되지 않으며, 학습 도메인에서 성능이 좋은 특징

을 추출하는 학습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Tzeng[5]는 

Ganin[1]의 모델구조를 일반화 하여 보다 효과적인 적

대적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비지도 시험 도메인 매개 데이터를 이용하는 두 번

째 방법은 적대적 생성 모델(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6]을 이용하여 학습 도메인의 데이터를 

시험 도메인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다. Bousmalis[7]

는 적대적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 도메인의 데이

터를 시험 도메인의 데이터로 변환시킨 데이터와 본래 

학습데이터를 모두 학습하여 시험 도메인에 좋은 성능

을 내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Hoffman[8]

은 사이클 손실 함수(cycle consistent loss) 및 데이터 

의미 손실 함수(semantic consistent loss)를 추가하여 

시험 도메인에서의 모델 성능을 향상시켰다.
  비지도 도메인 적응 기법은 다수의 시험 도메인 매

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에

서의 모델 성능 차를 줄이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

지만 현실에서는 시험 도메인의 비지도 데이터의 수

집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험 도메인의 소수의 지도 데이터(∈)를 매

개 데이터로 활용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Motiian[9]

에서 제시한 방법은 학습 도메인에 대해 모델을 한 

번 학습한 후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도메인 판별자와 

적대적으로 학습한다. 이후 모델을 학습 도메인과 시

험 도메인 그리고 학습된 도메인 판별자 모두에 대해 

학습하여 학습 도메인 데이터와 시험 도메인 데이터

에 대해 성능 차가 없도록 한다. Xu[10]은 확률적 이웃 

임베딩(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SNE)을 이용하

여 효과적인 소수의 시험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소수의 시험 도메인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

메인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접근가능한 시험 

도메인의 데이터가 적을 때에도 도메인 적응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점을 갖

고 있다. 즉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시험 도메인의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기법들을 사용할 

수 없다. 학습 시 시험 도메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개의 제 3의 도메인의 데이터를 활

용하여 특정 도메인에 편향되지 않은 특징을 학습하

는 방법론을 도메인 일반화라고 한다. Li[11]는 컨볼루

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도메인 일반화를 제시한 

논문으로써 학습 도메인과 매개 도메인 어디에도 편

향되지 않은 모델 학습법을 소개했다. Balaji[12]은 메타 

러닝(meta learning)기반의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스

스로 학습 도메인과 매개 도메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정규화 방법을 학습하도록 설계하였다.
  비지도 도메인 적응 방법론 혹은 도메인 일반화 방

법론에서 요구하는 매개 데이터는 모두 학습 도메인

과 시험 도메인의 라벨 분포(label distribution)를 공유

해야한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특수한 라벨 

분포를 갖고 있는 학습 도메인 데이터와 시험 도메인

데이터의 경우, 두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특정 라벨 

분포를 공유하는 매개 데이터의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라벨 분포를 공유하는 매

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특정 도메인에 편향되지 

않은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2 스타일 변환

  Gatys[13]는 컨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의 그램 

행렬(Gram Matrix)을 맞춤으로써 컨텐츠 이미지의 스

타일을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Johnson[14]은 스타일 변환된 결과 자체를 학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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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Gatys[13]에 비해 훨씬 빠른 추론 속도를 낼 수 

있음을 보였다. Johnson[14]은 스타일 변환 속도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지만 변환하고자 하는 스타일 

이미지가 바뀔 때마다 스타일 변환 네트워크를 매번 

학습해야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uang[15]는 컨텐츠 이미지의 평균과 분산을 스타일이

미지의 평균과 분산으로 매칭하는 AdaIN(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방법을 통해 그램 행렬의 일치

를 통한 스타일 변환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Li[16]는 컨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

미지의 평균과 공분산을 매칭시키는 방법 역시 효과

적인 스타일 변환이 가능함과 이를 통해 학습하지 않

은 스타일도 변환이 가능함을 보였다.
  Huang의 방법과 Li의 방법은 빠르게 컨텐츠 이미지

의 스타일을 다양한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로 변환

할 수 있지만 스타일 변환 과정에서 컨텐츠 이미지 

본래의 공간 정보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임의 스타일 변환된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의 학

습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타일 변환과정에서 

공간 정보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에 이미지 스

타일 변환 속도를 유지하면서 공간 정보 손실을 막는 

Unpooled AdaIN을 제시한다.

3. 자기 정규화 방법

3.1 픽셀 정규화

  픽셀 정규화는 임의 스타일 변환을 통해 학습 데이

터의 질감을 무작위로 변환함으로써 모델이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의 질감에 과적합하는 현상을 방지하

는 방법이다. 픽셀 정규화에 사용될 임의 스타일 변환 

알고리즘은 학습 속도에 지장이 되지 않을만큼 빨라

야하며, 학습 성능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본래의 학습 

데이터의 공간 정보를 유지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의 스타일 변환 

알고리즘인 Unpooled AdaIN을 제시한다. Unpooled 
AdaIN은 Huang[15]에서 제시한 AdaIN 알고리즘을 개선

한 알고리즘으로써 AdaIN 알고리즘의 속도를 유지하

면서 데이터의 공간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Unpooled 
AdaIN은 기존의 AdaIN의 디코더의 업샘플링 레이어

(Upsampling layer)를 언풀링 레이어(Unpooling layer)[17]

로 대체하였다. 또한 언풀링 레이어는 업샘플링 레이

어와는 달리 인코더의 맥스풀링 레이어(Maxpooling 

layer)에서 풀링된 부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AdaIN의 인코더에 맥스풀링 마스크를 추가하여 해당 

정보를 전달하였다. Fig. 1은 Unpooled AdaIN의 학습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며 Unpooled AdaIN의 인코더 

와 디코더 의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 ∥

 
  

 ∥   ∥



  

 ∥   ∥
 (2)

    (3)

식 (1)은 컨텐츠 이미지 의 특징 벡터의 평균과 분

산을 스타일 이미지 의 특징벡터의 평균과 분산으

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식이다. 식 (1)의 결과

인 는 컨텐츠 이미지의 공간정보와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 정보를 갖고 있는 특징벡터이다. 와 는 

각각 컨텐츠 손실함수와 스타일 손실함수를 나타내며, 
∙ ∙는 각각 채널 방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의미한다. 식 (2)에서 는 인코더 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의미한다. 식 (3)에서 는 컨텐츠 손실함

수와 스타일 손실함수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COCO 데이터셋[18] 과 Wikiart[27] 데이터

셋으로 사전 학습된 Unpooled AdaIN은 학습 도메인의 

데이터들의 질감을 다양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딥러닝 

모델이 특정 질감에 편향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Fig. 1. Training procedure of Unpooled Ad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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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징 정규화

  픽셀 정규화된 데이터로 학습한 딥러닝 모델의 경

우 학습 데이터 도메인의 질감에 편향된 특징을 추출

하지 않는다. 픽셀 정규화 이전의 데이터와 픽셀 정규

화 이후의 데이터는 질감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은 공

유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질감에 강인한 모델은 

두 데이터에 대해 유사한 특징 벡터를 추출해야한다.
이를 명시한 특징 정규화항을 추가하여 학습한 모델

은 보다 더 질감의 편향성에 대응하는 강인한 특징을 

검출할 수 있게 된다. 3.1에서 학습한 인코더 와 디

코더 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 ∈를 임의의 스

타일 이미지 로 픽셀 정규화된 학습 데이터를 ′는 

다음과 같다. 

′   

 
     (4)

  이 때, 특징 검출기(feature extractor)   대해 특징 

정규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5)                    

  픽셀 정규화된 입력값 ′와 픽셀 정규화 이전의 

로부터 추출한 특징 벡터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

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 특징 검출기 는 입력

값의 질감에 보다 더 불변하는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

을 학습할 수 있다. 두 특징 벡터간의 차이는 평균 제

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로 정의하였다. 추출

된 특징을 분류하는 특징 분류기(classifier) 와 함께 

정의되는 딥러닝 모델    ∘ 의 손실 함수는 다

음과 같다.

  




 log  ′  

       (6)

  식 (6)의 는 특징 정규화 손실 함수와 테스크 손

실 함수간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기 정규화 과정

의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때 사용되는 

Unpooled AdaIN의 경우 사전에 학습된 모델로 특징 

정규화 과정에서는 역전파 하지 않는다.

Fig. 2. Process of self-regularization

4. 실험 및 평가

  자기 정규화를 통해 학습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지도 도메인 적응 분

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셋들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분

석을 위해 규모가 작은 데이터셋과 규모가 큰 데이터

셋 모두에서 실험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예시이다.

Fig. 3. Examples of datasets

4.1 Unpooled AdaIN 학습 방법

  픽셀 정규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된 

Unpooled AdaIN 모델이 있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 이미지로는 COCO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며, 
스타일 이미지로는 Wikiart 데이터셋을 사용했다. 모

델 최적화를 위해 Adam[28] 옵티마이저(optimizer)를 이

용했으며,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01로 설정하였다. 
인코더는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한 VGG 네트워크[19]

를 사용했으며, Unpooled AdaIN 학습 시에는 인코더

의 변수들은 역전파 하지 않았다. 디코더는 VGG 네

트워크 구조를 역으로 하여 설계했다. 이 때, 맥스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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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레이어의 역으로는 업 샘플링 레이어가 아닌 언 

풀링 레이어를 사용하였다. 모델 학습은 배치 사이즈

(batch size)를 16으로 하여 100,000 스텝을 진행하였

다. 의 경우 10으로 설정하였지만, 다수의 실험을 

통해 의 영향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학습된 Unpooled AdaIN 모델과 AdaIN 모

델을 MNIST 데이터셋과 Visda2017-C train 데이터셋에 

적용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4에서 1, 4행은 각

각 MNIST 데이터셋과 Visda2017-C 데이터셋에서 추

출한 이미지이고 2, 5행은 AdaIN을 이용하여 1, 4행의 

이미지를 Wikiart 데이터셋 이미지의 스타일로 변환시

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3, 6행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Unpooled AdaIN을 이용하여 1, 4행의 이미지를 변

환시킨 결과물이다. Fig. 4를 통해 Unpooled AdaIN 알

고리즘이 기존의 AdaIN 알고리즘에 비해 컨텐츠 이미

지의 공간 정보의 손실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Fig. 4. Results of AdaIN and Unpooled AdaIN

4.2 규모가 작은 데이터셋

  규모가 작은 데이터셋으로는 비지도 도메인 적응 

분야에서 성능 평가 척도로 쓰이는 숫자 분류 데이터

(MNIST, MNIST-M, SVHN)들을 사용하였다. 학습 도

메인으로는 MNIST 데이터셋으로 선정했다. 학습 도

메인에서 학습된 모델이 학습 도메인에 편향되어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데이터셋으로는 MNIST-M 
데이터셋과 SVHN 데이터셋을 선정하였다. MNIST-M 
데이터셋은 MNIST 데이터셋의 데이터에 BSDS500[20]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색을 합성한 데이터셋으로 기존

의 MNIST 데이터셋보다 훨씬 다양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SVHN 데이터셋은 Google Street View를 이용하

여 수집한 건물 번호 및 표지판 데이터이다. SVHN 데

이터셋 역시 MNIST 데이터셋에 비해 훨씬 다양한 질

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MNIST 
데이터셋을 학습한 딥러닝 모델의 경우 MNIST-M 데

이터셋과 SVHN 데이터셋에 대해 성능 하락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SVHN 데이터셋의 경우 MNIST 
데이터셋과의 도메인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비지

도 도메인 적응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1].
  실험 및 평가에 사용할 딥러닝 모델을 이미지넷에

서 사전 학습된 ResNet50[21] 모델로 선정하였다. 규모

가 작은 데이터셋의 경우 SGD 옵티마이저를 사용했

으며, 이 때 모멘텀은 0.9, 학습율은 0.01로 설정하였

다. 배치 사이즈는 128, 는 0.5로 설정하였다.

Table 1. Results of MNIST->MNIST-M

학습데이터 방법 성능

S Source (S) 54.6 

S + T DAN[23] 76.9

S + T DANN[1] 77.4

S + T DIRT-T[30] 98.9

S Ours w/o feature regularization 79.7

S Ours 80.9

T Target (T) 95.5

Table 2. Results of MNIST->SVHN

학습데이터 방법 성능

S Source (S) 28.3

S + T DANN[1] 35.7

S + T DRCN[31] 40.1

S + T DIRT-T[30] 54.5

S Ours w/o feature regularization 50.5

S Ours 52.2

T Target (T) 93.4

  Table 1은 MNIST->MNIST-M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

으며 Table 2는 MNIST->SVHN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



현재국 ․ 이찬용 ․ 김호성 ․ 유현정 ․ 고은진

388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4호(2021년 8월)

다. Table 1과 Table 2의 Source (S)는 자기 정규화 과

정 없이 MNIST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바로 각각의 

시험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며 각 실험의 하

한선(Lower bound)이다. Target (T)는 각 실험의 시험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셋으로 나눈 

후 학습 데이터에 대해 학습한 모델을 검증 데이터셋

에 적용한 결과이며 각 실험의 상한선(Upper bound)이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해 도메인 적

응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를 인용하였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의 성능은 10 에폭(epoch)동안 학습을 진행한 

모델의 시험 결과이며 도메인 적응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는 각 알고리즘의 논문으로부터 인용하였다. 도메

인 적응 알고리즘의 경우 시험 데이터와 동일한 도메

인의 비지도 데이터를 학습 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오로지 학습 도메인의 데이터만

을 사용한다.
  두 실험의 결과를 통해 자기 정규화 과정으로 모델

을 학습한 경우 매개 데이터의 도움 없이 학습 도메

인에 대한 모델의 편향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픽셀 정규화 과정만으로도 모델의 학습 데이

터 편향을 방지할 수 있지만 특징 정규화 과정을 통

해 시험 데이터셋에서의 모델 성능을 추가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메인 적응 알고

리즘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시험 도

메인 데이터를 학습 시 활용하여 직접 학습 방향을 

가이드하는 도메인 적응 알고리즘과 유사한 성능 향

상을 성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과 Table 2의 

자기 정규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모

델은 같은 모델로 한 번의 자기 정규화 학습으로 다

양한 도메인 변화에 강인한 모델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3 규모가 큰 데이터셋

  규모가 큰 데이터셋으로는 Visda2017-C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Visda2017-C 데이터셋은 비지도 도메인 

적응 알고리즘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셋이며, 
3D CAD 영상으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와 실 영상

으로 이루어진 시험 데이터로 이루어져있다. 데이터의 

양도 이전의 숫자 분류 데이터셋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간의 도메인 격차

도 더 크다. 규모가 큰 데이터셋에서도 이미지넷에서 

사전 학습된 ResNet50 모델로 실험 및 평가를 진행하

였다.

  Visda2017-C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의 경우 SGD 옵

티마이저를 사용했으며, 모멘텀은 0.9, 학습율은 0.0001
로 설정하였다. 학습 시 배치 사이즈는 128, 는 0.5
로 설정하였다. Visda2017-C 데이터셋에서의 실험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자기 정규화 실험 결

과는 규모가 작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과 같이 10 
에폭동안 학습한 모델의 성능결과이다. Visda2017-C 
데이터셋 역시 도메인 적응 분야의 방법론들과의 비

교를 통해 자기 정규화를 통해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Table 3. Results on Visda2017-C using ResNet50

학습데이터 방법 성능

S Source only 44.5 
(45.6)

S + T DAN[23] 53.0

S + T RTN[25] 53.6

S + T DANN[1] 55.0

S + T DTA[26] 76.2

S Ours w/o feature regularization 55.7

S Ours 59.1

Table 4. Results on Visda2017-C using ResNet101

학습데이터 방법 성능

S Source only 45.3 
(50.8)

S + T DAN[23] 61.1

S + T DANN[1] 57.4

S + T DTA[6] 81.5

S Ours w/o feature regularization 56.7

S Ours 60.8

  Table 3의 DAN[23], RTN[25], DANN[1], DTA[26]의 결과

는 Lee[26]로부터 인용하였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Lee[26]의 Source only 결과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Table 3의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시험 도메인 데이터

의 접근 없이 자기 정규화로 학습된 모델이 학습 시 

시험 도메인의 데이터와 함께 학습한 비지도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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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분야의 기법들과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징 정규화를 하지 않고 학습한 모

델과의 비교를 통해 두 정규화 모두 성능 향상에 도

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자기 정규화 방법이 특정 네트

워크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지넷에서 

사전학습된 ResNet101[21] 모델을 이용하여 Visda2017 
데이터셋에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4
는 ResNet101 모델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비지도 도메

인 적응 분야의 기법들과 비교한 표이다. Table 4의 

DAN[23], DANN[1], DTA[26]의 결과는 Table 3과 같이 

Lee[26]로부터 인용하였으며, Table 4의 자기 정규화 실

험은 Table 3의 실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하였다.
  Fig. 5와 Fig. 6은 각각 숫자 분류 데이터셋(green: 
mnist, blue: mnist-m, red: svhn)과 Visda2017 데이터셋

(green: train, blue: test)에 대해 자기 정규화를 통해 학

습한 모델과 단순히 학습 데이터로 재학습(fine-tuning)
한 모델을 t-SNE[32]를 통해 분석한 그림이다. 두 그림 

모두 왼쪽은 재학습한 모델의 결과를, 오른쪽은 자기 

정규화를 통해 학습한 모델의 결과를 담고 있다. 
t-SNE[32] 분석을 통해 자기 정규화를 통해 학습한 모

델은 단순 재학습한 모델에 비해 학습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판별적인(discriminative) 
특징 벡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t-SNE analysis of digit datasets

Fig. 6. t-SNE analysis of visda datasets

5. 결 론

  본 연구는 시험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간의 도메인 

차이로 인해 딥러닝 모델의 성능 하락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부분

의 사전 연구들은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간의 간

극을 이어주는 매개 데이터를 통해 딥러닝 모델 성능 

하락을 방지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나 불가

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쉽게 편향되

지 않도록 하는 자기 정규화 과정을 제안하였다. 자기 

정규화 과정에는 픽셀 정규화와 특징 정규화로 구성

되어 있으며, 픽셀 정규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공

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Unpooled AdaIN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자기 정규화 과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셋에서 시험을 수행했으며, 
실제로 자기 정규화 과정을 통해 학습한 모델이 매개 

데이터를 이용한 사전 연구들의 성과와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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