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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 문 초 록

GAN 기반 도메인 순응 효과 분석

기계학습에서훈련데이터와평가데이터는동질적인분포에서독립적으로

추출된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기계학습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분포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잘 작동하는 학습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를 도메인 순응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도메인 간 특징 공간의

divergence가큰상황을가정하여서로다른분류모형의도메인순응의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도메인 순응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도메인 적대적 신경망

(DANN)은 두 도메인 간 공유하는 특징맵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기반 도메인 순응 모형은 원천 도메인의 특징맵이

주어졌을 때 목표 도메인의 특징맵과의 분류를 어렵게 만드는 잔차 개념의 특

징맵을학습한다.따라서두도메인간공유하는특징공간을학습하기어려운

경우 DANN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숫자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여 두 모형의 도메인 순응 효과를 분석였다.

주요어 : 도메인 순응, 도메인 적대적 신경망, 생성적 적대 신경망

학 번 : 2018-2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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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계학습에서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와 평가

데이터(Test Data)는 동일한 분포에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해당 가정 하에

모형은 훈련 데이터의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추출한 새로운 평가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는 유사하

지만 다른 분포를 따른다. 또한 훈련 데이터는 충분한 레이블(Label) –명시적

인 정답–이 주어지지만 평가 데이터에는 적은 레이블이 주어지거나 레이블이

없으며, 레이블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동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도메인 순응(Domain Adaptation) 분야가 연구되고 있다.

도메인 순응 분야에서 모형의 도메인(Domain)은 크게 훈련 데이터의 도메

인에 해당하는 원천 도메인(Source Domain)과 평가 데이터의 도메인에 해당

하는 목표 도메인(Target Domain)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블랙박스로 수집되는 거리 동영상에 등장하는 자동차, 사람, 거리 등을 픽셀

단위로 인식해야 한다.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블랙박스 이미지에 픽셀 단위로 주석(Annotation)처리를 해야 하므로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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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거리 이미지는 손쉽게 주석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훈련 데이터로 학습한 모형은 블랙박스 이미지

에서 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이 때 가상의 거리 이미지가 속한 도메인이

원천 도메인이며, 블랙박스 이미지는 목표 도메인이다. 원천 도메인으로부터

학습한 모형이 목표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 도메인 순응 기법

을 모형 학습 시 적용할 수 있다.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하 CNN) (LeCun등, 1998)

은이미지인식,객체탐지등컴퓨터비전분야에적용되어최첨단의성능을보

여주고 있다. CNN은 합성곱 계층(Convolutional Layer)과 풀링 계층(Pooling

Layer), 활성 함수가 반복하여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성곱 계층은

희소 가중치를 학습한 필터를 통해 한 이미지 내의 국부적 위치마다 존재하는

불변적인 특징을 포착한다. 이 때 입력 변수에 필터와 풀링, 활성 함수를 적

용한 출력 변수를 특징맵(Feature Map)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첫번째 계층은

외곽선이나 색채 등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한편 높은 계층에서는 도메인

에 특화된 특징을 학습한다 (Zeiler & Fergus, 2013) . 따라서 높은 계층에서

원천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의 특징맵 분포의 불일치가 뚜렷해진다. 이에 도메

인순응분야에서는높은레이블분류성능과낮은도메인분류성능을가지는

특징공간(Feature Space)을 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연구에서는원천도메인의데이터에는레이블이존재하나목표도메인의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대적(Adversarial) 학습을 통한 도메인

순응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도메인 간 공유하는 특징 공간의 학습이 어려울

때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하 GAN) (Good-

fellow 등, 2014)을 통한 잔차 학습이 효과적임을 보이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Ganin 외 4인 (2015) 이 제안한 도메인 적대적 신경망(Domain-Adversarial

Neural Network 이하 DANN)과 Hong 외 3인 (2018)의 모형을 수정한 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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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을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모형들을

실제 숫자 이미지 자료-MNIST(LeCun 등, 1998)와 SVHN(Netzer 등, 2011)-

에 적용하여 정확도를 비교하고, 도메인 순응 효과를 분석한다. 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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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분석 방법론

2.1 도메인 순응 개요

본연구에서는입력변수 X로부터 C개의레이블을가지는출력변수 Y =

{0, 1 · · · , C − 1}를 분류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X × Y에 대한 두 개의 분포를

원천 도메인 DS와 목표 도메인 DT라 하자. 도메인 순응 상황에서 두 도메인

은 서로 유사하지만 차이를 가지는 분포이다. DS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된

데이터 S는 레이블이 있으며, X에 대한 주변 분포 DXT 로 부터 추출된 데이터

T는 레이블이 없는 준지도 학습을 다룬다.

S = {(xi, yi)}ni=1 ∼ DS T = {xi}Ni=n+1 ∼ DXT

이 때, |T | = N − n = n′ 이고 학습의 목적은 목표 도메인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분류기 f : X → Y를 찾는 것이다.

RDT
(f) = PrDT

(f(x) 6=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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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도메인에 대한 학습 이론(Ben-David 등, 2006)에 의하면 목표

도메인에서의 리스크는 원천 도메인에서의 리스크와 다음과 같이 정의된 H-

divergence로 구성된 상한을 가진다.

H-divergence (Kifer 등, 2004)모든이항분류기 h의집합 H에대해 DS와

DT 간 H-divergenc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1은 지시함수를 의미한다.

dH(DS,DT ) = 2 sup
h∈H
|PrDS

[1h(x)=1]− PrDT
[1h(x)=1]| (2.1)

따라서 원천 도메인에서의 리스크와 H-divergence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

하여 최적화한 분류기는 작은 값의 상한을 가지게 되고, 이때 분류기는 목표

도메인에서 좋은 성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H-divergence

의 정의에 따라 divergence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천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의

분별이 어려운 모형을 얻어야 한다.

2.2 도메인 적대적 신경망 (DANN)

Ganin 외 4인(2015)은 도메인 순응 이론에 직접 영감을 얻은 표현 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학습 방식은 어떠한 피

드포워드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학습의

핵심은 원천 도메인으로부터 얻은 훈련 데이터의 레이블 분류를 잘 수행하되

도메인 간 불일치와 관련된 도메인 분류는 어렵게하는 표현을 학습하자는 것

이다. 즉 일반화된 신경망은 원천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을 분별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천 도메인에서의 리스크를 작게 유지하는 표현을 학습

한다.

DANN은크게특징추출기(Feature Extractor),레이블분류기(Label C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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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ier), 도메인 분류기(Domain Classifier) 등 세가지 기능을 가지는 구조와 적

대적 학습을 위한 그라디언트 반전 층(Gradient Reversal Layer 이하 GRL)

으로 구성된다. 특징 추출기 F : X → Rm는 m차원의 특징을 추출하는 계층

들로 구성된 함수로 θF를 모수로 갖는다. 레이블 분류기 T : Rm → [0, 1]C는

F로부터 추출된 특징을 입력변수로 받아 각 레이블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로 θT를 모수로 가진다. 마지막으로 도메인 분류기 D : Rm → [0, 1]2는 F

로부터얻은특징이원천도메인과목표도메인중어디로부터추출되었는지

예측하며 θD를 모수로 가진다.

레이블 분류 손실 함수 Lt와 도메인 분류 손실 함수 Ld 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Lt(F, T ) = EDS

[
−

n∑
i=1

C−1∑
c=0

1T (F (xi;θF );θT )=c log T (F (xi; θF ); θT )

]
(2.2)

Ld(F,D) = EDX
S

[
−

n∑
i=1

di logD(F (xi; θF ); θD)

]

+ EDX
T

[
−

N∑
i=n+1

(1− di) log [1−D(F (xi; θF ); θD)]

] (2.3)

도메인 적대적 신경망의 최종 목적함수는 (2.4)와 같이 정의된다.

Ltotal(F, T,D) = Lt(F, T )− λLd(F,D) (2.4)

이 때, λ는 원천 도메인에서의 리스크와 도메인 간 차이(Divergence)의 트레

이드 오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율모수이다. 도메인 적대적인 학습을 위해

DANN 모수의 업데이트는 (2.5)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징 추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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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는 Lt의 그라디언트와 Ld의 그라디언트 모두를 통해 업데이트 된다.

θF ← θF − µ
(
∂Lt
∂θF
− λ∂Ld

∂θF

)
θT ← θT − µ

∂Lt
∂θT

θD ← θD − µλ
∂Ld
∂θD

(2.5)

Ganin 외 4인(2015)은 위와 같은 모수 업데이트 방식을 어떤 최적화 기법

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GRL를 제안한다. GRL은 모수를 가지지 않는 유사

함수로, 순전파 시에는 항등함수의 역할을 하되 역전파 시에는 그라디언트의

부호를바꾸는층이다. GRLR의순전파,역전파시의기능을수식을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x) = x (2.6)

dR
dx

= −I (2.7)

이러한 GRL을특징추출기의마지막계층과도메인분류기의첫번째계층

사이에 적용하여 DANN의 학습을 할 수 있다.

2.3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

DANN은 단일한 특징 추출기가 레이블 분류기 및 도메인 분류기의 입

력 변수를 결정한다. 따라서 특징 추출기의 출력 변수인 특징맵의 분포 간

divergence가 작을 때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도메인 간 공

유하는 특징 공간을 학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특징 공간 간 일종의 잔차를

학습하는 방식의 도메인 순응 기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생성모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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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도메인 간 divergence를 줄이는 방법이다. Hong 외 3인(2018)은

이미지 의미 분할(Semantic Segmentation)에서 조건부 GAN을 사용하여 도

메인 간 잔차 개념의 특징맵을 학습하는 도메인 순응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해당 신경망 모형에서 조건부 GAN은 첫번째 합성곱 계층을 통과한 특징맵과

잡음을 입력변수로 받는 생성기를 가진다. 특징맵이 입력 변수인 이유는 특

징맵을 생성할 때 입력된 이미지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분류 문제에

적용한다.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의 구조는 특징 추출기, 레이블 분류기, 도

메인 분류기 그리고 생성기로 구성된다. 특징 추출기 F : X → Rm, 레이블

분류기 T : Rm → [0, 1]C , 도메인 분류기 D : Rm → [0, 1]2는 각각 모수 θF ,

θT , θD를 가진다. 각 구조의 역할은 DANN과 동일하다. 생성기 G : Z → Rm

는 임의의 잡음으로부터 m차원의 특징맵을 생성하는 함수로 θG를 모수로 갖

는다. 생성기는 원천 도메인의 특징맵 F (xi), i ∈ {1, · · · , n}가 주어지면 이에

더했을 때 도메인 분류기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특징맵을 학습한다. 생성기는

도메인 분류기를 속이기 위한 학습을 하고, 도메인 분류기는 (i)원천 도메인의

특징맵과 G로 부터 생성된 잔차맵의 합과 (ii)목표 도메인의 특징맵을 잘 분간

하도록 학습을 한다. 이는 DANN의 도메인 적대적 학습과 맥을 같이 하지만

생성적 모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DANN에서의

특징 추출기는 두 도메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레이블 분류 특징을 학습하는

반면, GAN 기반 모형은 두 도메인의 특징 공간이 다르더라도 생성기를 통해

divergence를 줄임으로써 더 넓은 개념의 도메인 순응을 가능하게 한다.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은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가진다.

Ltotal(F,G,D, T ) = Lt(F,G, T ) + λLd(F,G,D)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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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λ는 원천 도메인의 리스크를 대변하는 레이블 분류 손실 함수 Lt와 도

메인 간 차이를 대변하는 도메인 분류 손실 함수 Ld를 조절하는 가중치이다.

레이블 분류 손실 함수는 (2.9)와 같이 정의된다.

Lt(F,G,D) = αEDS

[
−

n∑
i=1

C−1∑
c=0

1yi=c log T (F (xi; θF ); θT )

]

+ (1− α)EDS ,Z

[
−

n∑
i=1

C−1∑
c=0

1yi=c log T (F (xi; θF ) +G(z; θG); θT )

] (2.9)

여기서 α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값으로 레이블 분류기가 원천 도메

인으로부터 얻은 특징맵과 생성기로부터 얻은 잔차맵을 더한 특징맵 중 어떤

특징맵의 학습에 가중을 둘 것인지를 조절하는 조율 모수이다. 이상적으로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공통적으로 잘 작동하는 분류기는 모든 분류기의 집

합 F에 대해 f ∗ = argminf∈F RDS
(f) + RDT

(f)인 f ∗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DT의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목표 도메인에서의 리스크를

R̃DT
(f) = RDS ,Z(f̃)로 치환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RDS ,Z(f̃)는 정확한

목표 도메인의 리스크가 아니므로 둘 사이의 적절한 가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손실함수 Lt는 두 도메인의 레이블 분류 손실 함수의 가중합의 대체로 볼 수

있다.

한편, 도메인 분류 손실함수는 적대적 손실(Adversarial Loss)로 (2.10)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d(F,G,D) = EDX
T

[
N∑

i=n+1

logD(F (xi; θF ); θD)

]

+ EDX
S ,Z

[
n∑
i=1

log (1−D(F (xi; θF ) +G(z; θG); θD))

] (2.10)

위 모형을 실제 적용할 때의 학습은 두 단계를 반복하여 이루어진다.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생성기 G를 업데이트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G를 고정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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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레이블 분류기 T와 도메인 분류기 D를 학습한다. 이 때 특징 추출기 F는

T와 D를 학습할 때 함께 학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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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실험

3.1 자료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도메인의 숫자 이미지를 사용하여 도메인 순응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레이블은 0과 9사이의 정수로 이루어져있고, 원천 도

메인의 레이블은 존재하지만 목표 도메인의 레이블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MNIST3.1는 28x28 픽셀 단위의 흑백 손글씨 이미지로 원천 도

메인에 해당된다. SVHN3.2는 구글 거리뷰에서 수집된 집의 번호 이미지로

32x32 크기의 RGB 이미지이고 목표 도메인에 해당된다. MNIST와 유사하게

중앙에 하나의 숫자가 놓인 Format2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편의를 위해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모두 이미지 크기를 32x32로 조정하였으며, RGB는 흑

백 스케일로 변환하였다.

3.1http://yann.lecun.com/exdb/mnist/
3.2http://ufldl.stanford.edu/house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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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NIST(LeCun 등, 1998) (b) SVHN(Netzer 등, 2011)

Figure 3.1: 실험에 사용된 숫자 이미지

Figure 3.1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SVHN 이미지는 다양한 배경이나 잡음으

로 MNIST에 비해 높은 복잡도를 가진다. 도메인 순응은 양방향 실험이 가능

하므로 동일한 기준 모형을 MNIST에서 SVHN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설

정하여학습후,마지막활성함수를적용하기전의특징공간을 t-SNE(Maaten

Hinton, 2008)로 시각화 하였다(Figure 3.2). 원천 도메인의 특징맵은 주황색,

목표 도메인의 특징맵은 파란색 점으로 표시하였다. SVHN이 원천 도메인인

경우 숫자 분류의 특징을 모형이 잘 학습하여 MNIST와 SVHN의 특징맵이

유사하게 임베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SVHN으로 학습한 특징 공간은

두 도메인 간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MNIST가 원천 도메인인

경우에는 특징 맵의 분포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잔차 학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되는 MNIST → SVHN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편 문제 정의에서 목표 도메인은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준지도 학습을

고려하였으나, 검증(Validation)을 위해 목표 도메인에도 적은 수의 레이블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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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NIST → SVHN (b) SVHN → MNIST

Figure 3.2: 기준모형의 특징 공간 시각화

3.2 구현 세부 사항

실험을 위해 기준 모형, DANN,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 세 가지 모

형을고려하였다.기준모형은특징추출기과레이블분류기로구성되어있다.

DANN은 이에 도메인 분류기와 GRL이 추가되었고,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은 기준 모형에 도메인 분류기와 생성기가 추가된 형태이다.

기준 모형의 구조. 기준 모형의 구조는 Figure 3.3과 같다. 먼저 특징 추출

기는 크기 5, 스트라이드(Stride) 1, 패딩(Padding) 2의 필터를 가지는 2층의

합성곱 계층을 사용하였다. 계층의 채널(Channel)은 각각 32, 64 이다. 레이블

분류기는 출력 차원이 128, 64 그리고 레이블의 차원 10인 완전 연결 계층을

사용하였고, 마지막 계층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였다. 모형이 MNIST

에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기법으로 드롭아웃(Dropout)과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를 레이블 분류기에 충분히 적용하였다.

DANN의 구조. DANN의 구조는 Figure 3.4와 같으며, 특징 추출기와 레

이블분류기는기준모형과동일한구조를사용하였다. 하지만도메인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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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기준 모형의 구조

Figure 3.4: 도메인 적대적 신경망의 구조

학습을 위해 도메인 분류기와 GRL을 기준 모형에 추가하였다. 도메인 분류기

는크기 4,스트라이드 2,패딩 1의필터를가지는합성곱계층을통해특징맵의

채널은 각각 32, 16, 1로, 특징맵의 차원은 4x4, 2x2, 1로 축소시켰고 마지막

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였다. GRL은 순전파 시에는 항등함수, 역전파

시에는 음의 부호를 가지는 항등함수로 정의하여 특징 추출기의 마지막 계층

과 도메인 분류기의 첫번째 계층 사이에 적용하였다. 또한 조율 모수 λ는 원

논문에서와동일하게 0과 1사이의값을가지며학습이진행될수록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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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의 구조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의 구조.실험에서사용한신경망의구조는

Figure 3.5와같다.이는 DANN에GRL을제외하고생성기를추가한구조이다.

생성기는 스킵 연결(Skip Connection)을 가지는 잔차 블럭(Residual Block)으

로이루어진합성곱신경망이다.잔차블럭은입력변수가주어졌을때합성곱

신경망을 통과한 출력 변수에 입력 변수를 그대로 더한 후 활성함수를 거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He 외 3인(2015)이 ResNet에서 제안한 구조로 역전파

시 그라디언트 소실을 막고 항등 함수를 잘 학습함으로써 이미지 인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잔차 블럭은 크기 5, 스트라이드 1,

패딩 2, 채널 32의 합성곱 계층을 두 번 거쳐 스킵 연결 후 활성함수 ReLU를

적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종 생성기는 평균 0, 표준편차 0.1의 정규분포에서

생성된 잡음을 입력 변수로 받아 크기 3의 필터를 사용한 합성곱 계층과 두

개의 잔차 블럭, 평균 풀링(Average Pooling)를 적용한 특징맵을 출력변수로

받는 구성을 가진다.

생성기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첫번째 구조는 영감을 얻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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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같이 입력변수로 첫번째 합성곱 계층의 출력변수와 잡음을 입력변수로

받는구조이고,두번째구조는잡음만을입력변수로받는구조이다.이를각각

(조건부)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이라 하겠다. 잡음만을 입력 변수로

받는 경우 제약을 주었을 때보다 모형의 불안정성이 커지지만, MNIST와 같

이 단순한 이미지의 도메인에서 더 순응적인 모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성능 비교

실험은 3.2절에서설명한세모형에대해진행하였다.원천도메인은MNIST,

목표 도메인은 SVHN인 상황에서 각 모형 당 5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에폭

(Epoch)당모형을저장하여 50에폭학습하였을때목표도메인인 SVHN에서

의 검증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후 원천 도메인과 목표 도

메인의평가데이터의정확도를산출하여가장작은값과가장큰값을명시하

였다.분석은 python버전 3.6.9, pytorch버전 1.3.1을사용하여진행하였으며,

torchvision 버전 0.4.2에서 제공하는 MNIST와 SVHN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Table 3.1은 각 도메인의 평가 도메인에서의 정확도를 나타낸 표이다. 이때

원천 도메인에서 얻은 MNIST 데이터와 목표 도메인에서 얻은 SVHN 데이터

의 평가 정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공간을 시각화 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도메인 간 평가 정확도의 종합하면 MNIST를 원천

도메인으로 학습한 모형에서 도메인 간 특징공간의 divergence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 도메인의 정확도는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DANN과 조건부 GAN 기반 도메인 순

응 신경망,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 모두 원천 도메인에서의 리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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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MNIST-SVHN 정확도

모형 SVHN MNIST

기준 모형 (0.195, 0.197) (0.979, 0.981)

DANN (Ganin 등, 2015) (0.257, 0.273) (0.937, 0.956)

조건부 GAN 모형 (0.223, 0.236) (0.941, 0.970)

GAN 모형 (0.274, 0.304) (0.958,0.978)

도메인 간 divergence의 트레이드 오프로 인해 기준 모형 대비 원천 도메인의

정확도가 낮다. 특이사항은 입력 변수의 정보와 잡음을 입력변수로 가지는 조

건부 GAN보다 잡음만을 입력변수로 가지는 GAN 모형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이다. 이는 3.2절에서 밝혔듯이 MNIST의 단순성 때문에 제약을 주었을 때

보다자유도가높은입력변수가주어졌을때특징맵을더잘학습하는것으로

보인다.

Figure 3.6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원천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의 검증 정

확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나타낸 학습 곡선이다. 기준 모형의 경우 학습 초

기에는비교적두도메인간일반적인특징을학습하는것으로보이나,학습이

진행될수록 원천 도메인에 특화된 모형이 되어 목표 도메인의 검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머지 세 모형은 적대적 학습에 의해 원천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 모두에서 불안정한 학습 곡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은 45에폭 이전까지 정확도

0.9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원천 도메인 정확도를 보이는 데 차이가 있다. 이는

특징 추출기 자체가 도메인 간 divergence를 줄이지 않고, 생성기가 그 역할을

하기때문에원천도메인의분류성능이크게떨이지지않는것으로추론할수

있다.

Figure 3.7은 각 모형의 도메인 순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류기의 마지

막 활성함수를 적용하기 전 특징맵을 t-SNE로 임베딩하여 2차원으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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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 모형 (b) DANN

(c) 조건부 GAN 기반 신경망 (d) GAN 기반 신경망

Figure 3.6: 모형 별 학습 곡선

한 것이다. 주황색으로 원천 도메인, 파란색으로 목표 도메인을 표시하였다.

특징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기준모형과 달리(Figure 3.2) 두 도메인의

특징맵이 약하게 섞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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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NN (b) GAN 기반 신경망

Figure 3.7: 도메인 순응 효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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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결론

본 논문은 도메인 순응 문제 상황에서 DANN과 GAN 기반 도메인 순응

모형의성능을비교했다.실험은MNIST를원천도메인, SVHN을목표도메인

으로 둔 상황으로 진행하였다. 도메인 순응 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기준모형의

도메인 간 정확도의 차이는 0.7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징맵을 저차원으로

임베딩하여시각화한결과역시완전히분리됨을보였다.이는해당실험설계

에서특징추출기가도메인간공유하는특징맵을학습할수없음을의미한다.

이 때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은 DANN 대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두 도메인의 특징맵의 분포가 크게 다른 경우 공통의

특징을추출하는 DANN보다생성기가도메인간 divergence를줄이는역할을

하는 GAN 기반 모형이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원천 도메인을 SVHN, 목표 도메인을 MNIST로 하는 반대 방향의

실험에서는 기준모형의 도메인 간 정확도 차이가 0.33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 t-SNE로 임베딩하여 시각화 하였을 때 특징공간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VHN이 원천 도메인인 경우 인공 신경망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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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목표 도메인의 정확도는 DANN이 0.66,

GAN 기반 도메인 순응 신경망이 0.52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특히 GAN기반모형은목표도메인뿐만아니라원천도메인의학습곡선

역시불안정한양상을띠며조율모수에민감하였다. GAN학습은손실함수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반복하여 이루어지며 안장점에 수렴해야 한다. 최소화가

최대화를 압도하거나 반대의 경우 학습이 불안해지는데, 역방향 실험에서는

이를 잘 조절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모형 안정화를 위한 신경망 구조 및 조율

모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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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GAN-based Domain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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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ssumption of machine learning is training and test data are sam-

pled from homogeneous distribution.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distribution of training and test data are different in real world prob-

lem. For this reason, research is being done on learning strategy to make

model work well on both domains. In this study, assumption of huge differ-

ence of feature space between source and target domain is made. The main

purpose of analysis is domain adaptation effect of various deep neural classi-

fication models. Domain-Adversarial Neural Network(DANN)(Ganin et al.,

2015), widely used for domain adaptation, aims to learn feature maps which

shared between two domains. GAN-Based Domain adaptation model, on the

other hand, generates a feature map of the residual concept to achieve do-

main adaptation. Therefore, performance is better than DANN unless the

functional space is shared between the two domains. In this study, numerical

image data is used to analyze the domain adaptation effects of both models.

Keyword : Domain Adaptation, Domain Adversarial Learn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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