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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작물 분류를 위한 딥러닝 기반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 비교

곽근호 1)·박노욱 2)†

Comparison of Deep Learning-based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Models for Crop Classification

Geun-Ho Kwak 1)·No-Wook Park 2)†

Abstract: The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can solve the impractical issue of repeatedly collecting
high-quality training data every year for annual crop classifica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applicability
of deep learning-based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models for crop classification. Three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models including a deep adaptation network (DAN), a deep reconstruction-
classification network, and a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 (DANN) are quantitatively compared
via a crop classification experiment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images in Hapcheon-gun and
Changnyeong-gun, the major garlic and onion cultivation areas in Korea. As source baseline and target
baseline model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are additionally applied to evaluate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the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models. The three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models outperformed the source baseline CNN, but the different classification
performances were observ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consistency between data distributions in
source and target image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DA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models when the inconsistency between source and target images was low, whereas DANN has the best
classification performance when the inconsistency between source and target images was high. Therefore,
the extent to which data distributions of the source and target images match should be considered to
select the best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model to generate reliable classification results.
Key Words: Crop classification, Deep learn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요약: 비지도도메인적응은연단위작물분류를위해매년반복적으로양질의훈련자료를수집해야하는비

실용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작물분류를위한딥러닝기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의적

용성을평가하였다. 우리나라마늘, 양파주산지인합천군과창녕군을대상으로무인기영상을이용한작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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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와함께국제시장에서곡물가격이지속적으로상

승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

이 매우 낮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곡물수급체계를고려하여주요곡물의수급및

물가안정을위해작황모니터링을통한효과적인대응

체계를수립할필요가있다.

광범위한작물재배지에서주기적으로자료획득이

가능한 원격탐사 기술은 현장 조사에 비해 시간 및 비

용측면에서효율적으로작황모니터링이가능하다. 작

황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해 작물구분도 제작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Shahbazi et al., 2014; Zhao et al., 2019; Li and Xu, 2020), 관

심지역의필지규모와대상작물의생육과정을고려하

여 적절한 공간해상도와 시간해상도를 갖는 원격탐사

자료를이용해왔다. 특히소규모영역에서다양한품종

의밭작물을재배하는우리나라에서는작물식별을위

해높은공간해상도의원격탐사자료를이용해야하는

데, KOMPSAT, WorldView, PlanetScope등과같은고해

상도위성영상은작물을구분하는데가장중요한시기

에 구름이 거의 없는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고려하여최근에는사용자가원하는시기에영

상획득이가능하고초고해상도의정보를제공하는무

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영상이 작물구분도

제작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Shahbazi et al., 2014; Hall et

al., 2018; Kwak et al., 2021).

작물구분도는 일반적으로 감독분류를 통해 제작하

는데만족할만한분류성능을얻기위해양질의다량의

훈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Deng et al.,

2018).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재배

하는작물은매년변하기때문에장기적인작황모니터

링을 목적으로 연단위의 작물구분도를 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위해서는매년반복적으로훈련자료

수집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훈련자료수집은많은

시간과비용이소요될뿐만아니라분류대상에대한전

문가의사전지식이필요한데이를매년반복하는것은

비실용적이다. 훈련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작물구분도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분류 대상과 유

사한특성을갖는이전연도에동일한작물을재배하는

지역으로부터사전에획득한훈련자료혹은분류모델

을재사용하는것이다. 그러나서로다른태양조건, 비

행 고도와 센서 유형 등으로 인해 개별 촬영한 무인기

영상은자료분포가서로상이하기때문에사전에획득

한훈련자료나분류모델을대상지역에그대로적용한

다면 분류 성능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Benjdira et al.,

2019; Martini et al., 2021).

도메인 적응(domain adaptation)은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소스도메인(source domain)에서학습한분류모델

이분류대상인대상도메인(target domain)에서도높은

성능을 달성하도록 두 도메인 간 자료 분포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기법이다(Tuia et al., 2016). 최근 도메

인적응을위해다양한딥러닝기반모델이제안되었는

데, 도메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이상호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 transfer

component analysis (Matasci et al., 2015),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Volpi et al., 2015)와같은전통적인방법에비해

성능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Elshamli et al.,

2017).

딥러닝 기반의 도메인 적응 모델들은 도메인 불일

치를 해결하기 위해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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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실험을통해 deep adaptation network (DAN), deep reconstruction-classification network,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 (DANN)의 3개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을정량적으로비교하였다. 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의분

류성능을평가하기위해소스베이스라인및대상베이스라인모델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을

추가로적용하였다. 3개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은소스베이스라인 CNN보다우수한성능을보였으나, 소

스도메인영상과대상도메인영상의자료분포간불일치정도에따라서로다른분류성능을보였다. DAN의

분류성능은두도메인영상간불일치가작을때다른두모델에비해분류성능이높은반면에DANN은두도

메인영상간불일치가클때가장우수한분류성능을보였다. 따라서신뢰할수있는분류결과를생성하기위

해두도메인영상의분포가일치하는정도를고려해서최상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을선택해야한다.



대적 학습(adversarial training) 기반 모델, 오토인코더

(autoencoder) 기반 모델과 분포 매칭 기반 모델로 구분

할수있다(Elshamli et al., 2019). 적대적학습모델은도메

인판별기를통해두도메인을서로구분하지못하도록

학습함으로써 도메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표

적인모델로 domain adversarial neural network (DANN)이

있다(Ganin et al., 2015). 오토인코더기반모델은입력자

료를저차원특징으로압축하는과정에서도메인불일

치문제를해결하며대표적인모델로 deep reconstruction-

classification network (DRCN)이있다(Ghifary et al., 2016).

소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에서개별학습한특징이동

일한정보를갖도록학습함으로써도메인불일치문제

를 해결하는 분포 매칭 기반 모델로는 deep adaptation

network (DAN)이제안되었다(Long et al., 2015). 앞서소

개한딥러닝기반의도메인적응모델들은도메인불일

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소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의

공통되는 특징을 학습하는 표현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을기반으로한다.

도메인적응은대상도메인에서사용할수있는자료

유형에 따라 크게 지도 도메인 적응(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준지도도메인적응(semi-supervised domain

adaptation)과 비지도 도메인 적응(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으로구분한다. 3개의도메인적응유형은모

두사전지식정보로소스도메인에서라벨정보를갖는

다량의훈련자료의이용이가능하다. 이때지도도메인

적응은대상도메인에서라벨정보를갖는훈련자료의

이용이가능하지만소스도메인의훈련자료수보다적

은 경우로 정의하고, 준지도 도메인 적응은 대상 도메

인에서라벨정보를갖는훈련자료와함께라벨정보가

없는훈련자료를함께이용가능한경우로정의한다. 마

지막으로비지도도메인적응은대상도메인에서라벨

정보가없는훈련자료만이용가능한경우로정의한다.

원격탐사자료를이용한분류에서는대상도메인에대

해라벨정보를갖는훈련자료수집에소요되는시간과

비용을줄이기위해주로비지도도메인적응에대한연

구가진행되고있다(Benjdira et al., 2019; Martini et al., 2021).

그러나비지도도메인적응은대상도메인에서이용가

능한라벨정보를갖는훈련자료가부재하기때문에소

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의라벨정보를함께이용하는

다른도메인적응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도메인불일

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특히 작물 분류를 목적

으로비지도도메인적응을적용하는경우개별작물항

목 간 유사한 분광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물 분류

에서비지도도메인적응에대한적용성을평가한연구

는매우드문상황이다.

이러한배경에서이연구에서는작물분류에서딥러

닝 기반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

였다. 우리나라의소규모밭작물재배지특성을고려하

여 도메인 적응 기반 작물 분류 실험의 입력으로 무인

기 영상을 이용하였고,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인 DAN, DRCN과 DANN을 적용하

였다. 그리고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은 정량적, 정성

적으로분석한도메인불일치정도에따라분류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 지역 및 사용 자료

이연구에서는주산지단위의작물모니터링의실질

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상 촬영 시 지리적 위치

나 촬영 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도메

인 불일치 문제를 다룬다. 이를 고려하여 비지도 도메

인 적응 모델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 대

표적인 마늘/양파 주산지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야로면과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의일부지역을사례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1(a)). 사례 연구 지역에

서는주산작물인마늘, 양파와함께맥류가재배되고있

으며 병충해 예방을 위해 일부 필지는 나지 상태인 휴

경지로 관리하고 있다. 세 작물은 일반적으로 벼 수확

이 끝난 후인 약 11월에 파종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해인

4월말에서 5월초에식생활력도가가장높으며 5월말

에는 수확을 시작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작물을 분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도로, 산림과 같은 비작물을

제외하고마늘, 양파, 맥류, 휴경지를분류항목으로정

의하였다.

좁은지역에서다양한작물을재배하는우리나라밭

작물재배지의특성을고려하여무인기영상을도메인

적응 기반 작물 분류의 입력으로 이용하였다(Table 1).

일반적으로 작물 분류에서는 근적외선 혹은 단파적외

작물 분류를 위한 딥러닝 기반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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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채널을주로이용하지만사례연구지역에서재배

하는마늘, 양파와맥류는가시광선채널만이용하더라

도화소값의차이와공간적인특징이서로다르게나타

나 충분히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Fig. 1(b); Kwak et

al., 2021). 따라서 blue (450 nm), green (550 nm), red (625

nm)의 가시광선 채널을 제공하는 Canon IXUS/ELPH

카메라가탑재된고정익무인기 eBee (senseFly, Cheseaux-

sur-Lausanne, Switzerland)를촬영에이용하였다.

고유한 생육 주기를 갖는 개별 작물들은 성장 단계

에서물리적특성변화가발생하는데, 작물분류에서는

이러한특성을고려하기위해주로시계열영상을이용

한다. 그러나 사례 연구 지역인 합천군 초계면, 야로면

과창녕군유어면에서는개별작물들의생육주기가모

두유사하기때문에시계열영상을이용하더라도분류

성능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Kwak et al., 2021). 따라

서 3개 작물의 식생활력도가 가장 높은 4월 말에 촬영

한단일시기영상을작물분류의입력으로이용하였다.

무인기영상은위성영상과는다르게분석자가직접

촬영하기때문에촬영조건을정의하고촬영된영상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하다. 무인기 영상에 대한 촬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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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ocation of the study areas with UAV images and (b) zoomed-in images of individual crops
in Chogye-myeon.

(a)

(b)



건으로 횡중복도와 종중복도는 각각 60%와 75%로 설

정하였고, 촬영당시비행체의고도, 방향등위치정보

와결합하여정사영상으로제작하였다. 그리고구름등

의기상환경이무인기촬영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

기 위해 개별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영상을 촬영

하였는데, 영상의 개별 화소값은 촬영 당시의 광량, 태

양고도각등에크게영향을받으므로방사보정된영상

으로변환하였다. 무인기영상의정사영상제작과방사

보정에는 Pix4Dmapper 소프트웨어(Pix4D S.A., Prilly,

Switzerland)를이용하였다. 이와같이촬영및전처리된

무인기영상은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제공받았다.

수집한 무인기 영상을 대상으로 도메인 적응 기반

작물분류에대한 3가지사례를정의하였다(Table 2). 소

스도메인은 3가지사례에서모두동일하게 2018년 4월

26일에합천군초계면에서촬영한영상을이용하였다.

그리고 소스 도메인 영상 대비 무인기 영상의 촬영 연

도나지리적위치가변경되는경우에따라시간도메인

적응(temporal adaptation, TA), 공간 도메인 적응(spatial

adaptation, SA)과 시공간 도메인 적응(spatio-temporal

adaptation, STA)으로 정의하고 대상 도메인 영상을 선

정하였다. TA는소스도메인영상과대상도메인영상

이동일지역이나촬영연도가다른경우, SA는소스도

메인영상과대상도메인영상이동일연도에촬영되었

으나 지역이 다른 경우, STA는 소스 도메인 영상과 대

상 도메인 영상의 촬영 지역과 연도가 모두 다른 경우

를 의미한다. TA, SA와 STA에 해당하는 대상 도메인

영상은 각각 2019년 4월 18일에 촬영한 합천군 초계면

영상, 2018년 4월 29일에촬영한창녕군유어면영상과

2021년 4월 25일에촬영한합천군야로면영상이다.

비지도도메인적응기반의작물분류를수행하고결

과를검증하기위해현장조사와함께무인기영상의육

안 판독으로 제작한 ground truth지도로부터 훈련자료

와검증자료를추출하였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구조를 갖는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의 적용

을위해훈련자료와검증자료는패치단위의영상정보

와 함께 패치 중앙 화소에 상응하는 작물 항목을 라벨

로할당함으로써구성한다. 그리고비지도도메인적응

모델의학습에는소스도메인영상에대한훈련자료와

대상도메인영상에대한라벨이없는훈련자료를함께

이용한다. 이때 소스 도메인과 대상 도메인에 대한 개

별훈련자료는영상내에서동일한화소를공유하지않

도록패치크기만큼의일정거리를두어임의로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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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UAV images used in this study

Category
Specification

Hapcheon-gun
Chogye-myeon

Hapcheon-gun
Yaro-myeon

Changnyeong-gun
Yueo-myeon

UAV model eBee Classic
Camera Canon IXUS/ELPH

Spectral bands Blue, Green, Red
Spatial resolution 50 cm

Image size 1,865 by 1,717 1,192 by 889 2,210 by 884
Acquisition date 26 April 2018 18 April 2019 29 April 2021 25 April 2018

Area of crop parcels

Garlic 19.69 ha 21.81 ha 9.75 ha 6.16 ha
Onion 25.63 ha 21.41 ha 6.43 ha 13.96 ha
Barley 3.59 ha 3.84 ha – 2.49 ha
Fallow 6.89 ha 8.74 ha 0.42 ha 2.37 ha
Total 55.80 ha 55.8 ha 16.60 ha 24.98 ha

Table 2.  Three cases of domain adaptation and UAV images used for domain adaptation
Case Source domain image (Acquisition year) Target domain image (Acquisition year) Target domain class
TA

Hapcheon-gun Chogye-myeon (2018)
Hapcheon-gun Chogye-myeon (2019) Garlic, Onion, Barley, Fallow

SA Changnyeong-gun Yueo-myeon (2018) Garlic, Onion, Fallow
STA Hapcheon-gun Yaro-myeon (2021) Garlic, Onion, Barley, Fallow



였다. 훈련자료를추출하는과정에서라벨정보를대표

하는 중앙 화소가 필지 경계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 훈

련자료의일부화소는필지경계밖건물, 도로, 산림등

의 정보를 갖는 화소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분

류성능이크게저하될수있으므로(Park and Park, 2020),

이 연구에서는 패치 단위 훈련자료의 모든 화소가 필

지경계내에포함되도록추출하였다. 소스도메인과대

상도메인에대한훈련자료는각각 5,000개씩수집하였

으며, 훈련자료의 개별 작물 항목에 대한 비율은 현장

조사 자료의 필지 면적 비율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Table 3).

3. 연구 방법

1)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

(1) DRCN

오토인코더는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그대로 복사하

는기능을갖는무감독학습기반의신경망이다. 입력값

을출력값으로복사하는과정은은닉층(hidden layer)의

뉴런 수를 입력층(input layer)보다 적게 설정함으로써

입력값을저차원특징으로압축하는인코더(encoder)와

압축된 저차원의 특징을 출력값으로 복원하는 디코더

(decoder)에의해수행된다. 오토인코더의주목적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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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of training and test data used in three cases

Case Class
Training data Test data

Source domain Target domain
# of patches %

# of patches % # of patches %

TA

Garlic 1,764 35.28 1,954 39.08 738,999 39.08
Onion 2,297 45.94 1,918 38.36 725,247 38.36
Barley 322 6.44 344 6.88 130,197 6.89
Onion 617 12.34 784 15.68 296,317 15.67
Total 5,000 100.00 5,000 100.00 1,890,760 100.00

SA

Garlic

Same as above

2,938 58.76 588,459 58.86
Onion 1,935 38.70 384,839 38.49
Fallow 127 2.54 26,535 2.65
Total 5,000 100.00 999,833 100.00

STA

Garlic

Same as above

1,232 24.64 161,367 24.30
Onion 2,795 55.90 373,924 56.31
Barley 498 9.96 57,857 8.71
Fallow 475 9.50 70,865 10.68
Total 5,000 100.00 664,013 100.00

Fig. 2.  Basic structure of the DRCN model.



코더와디코더의기능을통해입력값을저차원특징인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재구성하는것이다.

오토인코더기반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인DRCN

은오토인코더구조의신경망과 feed-forward구조의신

경망이 결합된 형태를 갖는다(Fig. 2). 먼저 오토인코더

구조의신경망은소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의자료분

포를일치시키기위해두자료를각각입력과출력으로

이용하여입력자료를잠재변수로재구성하는비지도

학습을수행한다. 그리고 feed-forward구조의신경망은

오토인코더의산출물인잠재변수와함께소스도메인

의훈련자료를이용하여분류를수행하도록지도학습

을 수행한다. 두 신경망의 학습 과정에서 특징 추출 기

능을수행하는인코더를공유함으로써분류기능과도

메인 간 자료 분포 일치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된다는것이DRCN의주요핵심이다.

(2) DANN

적대적학습기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인DANN

은분류를수행하는 feed-forward구조의신경망에적대

적학습을수행하는신경망인도메인판별기를추가함

으로써구성된다(Fig. 3). DANN의주요개념은소스도

메인자료를분류하는 feed-forward구조의신경망을학

습함과 동시에 소스 도메인 자료와 대상 도메인 자료

를 서로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메인 판별기를 학

습함으로써도메인불일치문제를해결하고대상도메

인에서의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도메인 불

일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메인판별기는기울기반

전역할을하는특수계층인 gradient reversal layer (GRL)

을 이용한다. GRL은 기울기 반전을 통해 오차 역전파

(backpropagation)에서 손실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도

록학습함으로써두도메인자료를구분하지못하도록

한다. DRCN과동일하게DANN은분류기와도메인판

별기가특징추출기능을하는계층을서로공유함으로

써 도메인 간 자료 분포 일치와 분류를 수행하는 기능

이서로연계되어있다는점이주요특징이다.

(3) DAN

분포 일치 기반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인 DAN은

두 개의 분기로 구성되는 DRCN, DANN과는 다르게

하나의 신경망에서 분류기를 학습하고 도메인 불일치

를해결하는과정이수행된다(Fig. 4). 먼저소스도메인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구조를 갖는 CNN모델을

학습한다. CNN모델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층이 쌓

이면서깊어질수록더구체적인특징을추출하도록학

습하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한

CNN모델의마지막에위치한계층에서추출한특징은

일부 소스 도메인에 과적합될 수 있다. 따라서 과적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두 도메인 간 자료 분포가 유사

해지도록특징을학습하는최대평균불일치(maximum

mean discrepancy, MMD)를 CNN모델의마지막에위치

한일부계층에서손실함수로이용한다. MMD는두도

메인 자료를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로 매핑한

다음(Long et al., 2015), 두도메인자료에대한평균거리

를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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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asic structure of the DANN model.



2) 분류 및 평가 절차

도메인적응기반작물분류와분류결과의평가절차

는 Fig. 5에제시하였다. 먼저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을

적용하기전에소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의영상과훈

련자료를이용하여도메인불일치정도를정량적, 정성

적으로분석하였다. 도메인불일치정도의정량적분석

은개별작물항목과함께모든작물항목에대해두변

수간분리성계산에주로이용되는 Jeffries-Matusita (JM)

거리를이용하였다(Wang et al., 2018). JM거리는 0~2의

값을갖는데 JM거리가 0에가까울수록도메인불일치

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JM거리를 통해 도메인

적응사례별로상대적인도메인불일치정도를분석하

였다. 도메인불일치정도에대한정성적분석에서는무

인기영상에대한시각적분석을수행하였는데, 무인기

영상 촬영과 작물 재배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자료

간분포차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은소스도메인영상의훈련

자료와대상도메인영상의라벨이없는훈련자료를이

용하여도메인불일치문제를해결하고대상도메인영

상에 대한 분류를 수행한다.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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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sic structure of the DAN model.

Fig. 5.  Overall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procedures applied in this study.



에 대한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소스 베이스라인

(source baseline)과대상베이스라인(target baseline)을비

교대상으로선정하였다. 소스베이스라인은소스도메

인 영상의 훈련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한 CNN모델로

도메인불일치문제를해결하지않고대상도메인영상

을예측한결과를의미한다. 그리고대상베이스라인은

대상도메인영상의훈련자료를이용하여학습한 CNN

모델로대상도메인영상을예측한결과를의미한다. 두

베이스라인은모두 CNN을분류모델로이용하기때문

에 이 연구에서는 각각 소스 베이스라인 CNN과 대상

베이스라인 CNN이라고명명하였다. 따라서도메인불

일치를 해결하지 않는 소스 베이스라인 CNN의 분류

성능보다우수하고도메인불일치문제가없는대상베

이스라인 CNN의분류성능과유사할수록비지도도메

인적응모델은우수한성능을보인다고할수있다.

3개의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과 소스 베이스라인

CNN, 대상베이스라인 CNN은최적의분류성능을갖

는모델로구현하기위해모델구조와함께하이퍼파라

미터를 결정하였다. 소스 베이스라인 CNN과 대상 베

이스라인 CNN뿐만아니라 3개의비지도도메인적응

모델들은 모두 CNN구조를 기본 틀로 이용하며 각 모

델의특성에따라서로다른구조를갖도록구성하였다.

CNN구조의신경망에서는만족스러운분류성능을얻

으려면합성곱계층의수, 합성곱필터의크기와수, 입

력패치크기등의다양한파라미터를신중하게결정해

야 한다. 먼저 소스 베이스라인 CNN과 대상 베이스라

인 CNN은 사전 연구를 통해 결정한 최적의 구조와 하

이퍼파라미터를 채택하였다(Table 4; Kwak et al., 2019;

Park and Park, 2020; Kwak et al., 2021). 그리고 3개의비지

도도메인적응모델은소스베이스라인 CNN, 대상베

이스라인 CNN과마찬가지로입력패치크기와합성곱

필터크기는입력자료와연구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

소스 베이스라인 CNN, 대상 베이스라인 CNN과 동일

하게각각 9×9와 3×3으로결정하였다. 그외계층수,

필터수와 dropout의적용여부와비율은 5-fold교차검

증(cross-validation)을통해결정하였다. 5-fold교차검증

은훈련자료를 5개의군집으로구분하고 4개의군집은

모델훈련에사용되고, 나머지 1개의군집은최적의하

이퍼파라미터를찾기위한검증샘플로사용한다. 대상

도메인영상에서는라벨정보를갖는훈련자료가부재

하기때문에소스도메인영상의분류성능을기준으로

모델을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모델들의과적합을방

지하기 위해 반복 훈련 과정에서 모델의 성능이 더 이

상개선되지않을때특정반복횟수(epoch)에서훈련을

조기 중지하였다. 소스 베이스라인 CNN, 대상 베이스

라인 CNN과 3개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에대해결

정한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와 모델 구조는 Table 4에

나타냈다.

5개의분류모델에대한분류결과는검증자료를이용

하여계산한분류정확도와시각적분석을통해정량적,

정성적으로평가하였다. 분류정확도는혼동행렬을통

해계산한전체정확도와개별작물항목에대한정확도

지표인 F-measure를이용하였다. F-measure는개별작물

항목의사용자정확도와생산자정확도의조화평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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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uctures and hyper-parameters of CNN models (source baseline CNN and target baseline CNN) and three
different domain adaptation models (Th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output dimension)
CNN DRCN DANN DAN

Convolution (9×9×32) Convolution (9×9×32) Convolution (9×9×32) Convolution (9×9×32)
Convolution (9×9×32) Max pooling (3×3×32) Convolution (9×9×32) Convolution (9×9×32)
Max pooling (3×3×32) Convolution (3×3×64) Max pooling (3×3×32) Max pooling (3×3×32)
Convolution (3×3×64) Max pooling (1×1×64) Convolution (3×3×64) Convolution (3×3×64)
Dropout (3×3×64) Dense (64) Dropout (3×3×64) Dropout (3×3×64)
Dense (256) Dropout (64) Dense (576) Dense (64) Dense (64)

Dense (64) Dense (64) Up Convolution
(3×3×64) Dense (64) Dense (64) Dropout (64) Dropout (64)

Softmax Dense (64) Up Convolution
(9×9×32) Dense (64) Softmax Dense (64) Dense (64)

Softmax Softmax Softmax



로계산한다(Zhao et al., 2019; Kwak et al., 2021).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모델의 구현에는 Python

3.6.7에서TensorFlow 2.1.0과Keras 2.3.1 버전의라이브러

리를통해구현하였다. 그리고모델훈련은 Intel XEON

E5-2630 v4 @ 2.2GHz CPU와 11GB메모리를갖는 2개

의 NVIDIA GTX 1080ti GPU가 탑재된 CentOS 7.0 운

영체제에서수행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1) 도메인 불일치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도메인 불일치 문제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분석결과를토대로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이

도메인불일치문제를해결하는데미치는영향을조사

하고자 한다. 도메인 불일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먼

저 무인기 영상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Fig. 1(a)). 폭

우와 같은 이상 기후나 개별 필지의 관리 미흡에 따른

생육불안정으로인해개별촬영된영상에서작물의식

생활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STA사례의 대상 도

메인인 합천군 야로면에서는 다수의 마늘, 양파, 맥류

필지에서생육이지연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식생

활력의 차이는 도메인 간 작물의 서로 다른 생육 단계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촬

영이가능한무인기영상의특징으로인해작물의식생

활력이가장높은시기에영상촬영이가능하므로식생

활력 차이에 따른 불일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

음으로연구대상지역이밭작물재배주산지이므로일

부지역에서는주산작물을제외한특정작물을재배하

지않을수있으므로소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에서분

류하고자하는작물항목이상이할수있다. 마늘, 양파,

맥류를 재배하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SA의 대상 도메

인인창녕군유어면에서는맥류를제외한마늘과양파

만 재배하고 있다(Table 2). 주산지에서 새로운 작물이

추가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SA사

례와 같이 도메인 간 클래스 변동은 대상 도메인 영상

에서분류하고자하는작물항목수가줄어드는경우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소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간

재배하는 작물의 필지 면적 비율이 상이할 수 있다. 영

상내작물필지면적을살펴보면(Table 1), 두도메인의

지역이 동일한 TA는 모든 작물의 비율이 유사한 반면

에 SA와 STA는작물간비율에서큰차이를보였다. 특

히 SA에서 대상 도메인 영상은 다른 작물의 비해 마늘

의 비율이 58.76%로 매우 높았고, 휴경지의 비율은

2.54%로매우낮았다. 감독분류에서모델을학습할때

사용된훈련자료의클래스별비율이성능에크게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

의분류성능을조사할필요가있다.

소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간도메인불일치문제는

JM거리를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Table 5). 먼저

TA와 SA의 개별 작물과 모든 작물 간 JM거리는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ST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

았다. 이는 TA와 SA에서소스도메인영상과대상도메

인 영상 간 개별 작물의 물리적인 변화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TA에서 휴경지의 JM거리는 다른 항

목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TA에서소스도메인과대상도메인영상내나지형태

로존재하는휴경지필지의화소값이서로상이하기때

문인것으로판단된다(Fig. 1(a)). STA의높은 JM거리는

TA와 SA와다르게두도메인영상간식생활력에큰차

이를 보인 것이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 Fig. 1(a)를 살펴

보면, 합천군야로면영상은필지에서멀칭비닐이육안

으로확인될정도로작물의생육이지연된것으로확인

할수있다.

2)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의 성능 평가

이 연구에서는 Table 4에 제시한 소스 베이스라인

CNN, 대상 베이스라인 CNN과 3개의 비지도 도메인

적응모델을이용하여생성한작물분류결과를대상으

로검증자료와의비교를통해분류정확도기반의정량

적평가와시각적분석을함께수행하였다.

(1) 분류 정확도 평가

Fig. 6과 7은 각각 3개의 도메인 적응 사례에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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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effries-Matusita distance values for domain
discrepancy analysis in three domain adaptation
cases

Type Garlic Onion Barley Fallow All crops
TA 0.306 0.136 0.181 0.487 0.278
SA 0.294 0.130 – 0.218 0.214
STA 0.828 0.617 0.923 0.884 0.813



베이스라인 CNN, 대상베이스라인 CNN과 3개의비지

도 도메인 적응 모델로 얻어진 전체 정확도와 개별 작

물에대한 F-measure를나타낸다.

먼저 TA를살펴보면, 소스베이스라인 CNN의분류

정확도는 90.73%로대상베이스라인 CNN의분류정확

도와 3.61%p의차이를보였다. 다른도메인적응사례에

비해소스베이스라인CNN과대상베이스라인CNN의

분류정확도차이가매우작았는데, 이러한결과는 TA

가 두 도메인 간 불일치 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Table 5에서보는바와같이도메인불일치정도가

작음을 시사하는 TA의 상대적으로 낮은 JM거리 값과

일치한다. 도메인불일치정도가작기때문에비지도도

메인 적응 모델인 DAN, DRCN과 DANN의 분류 정확

도는소스베이스라인 CNN의분류정확도와유사하거

나 일부 낮았다. 소스 베이스라인 CNN의 분류 정확도

보다낮게나타난DRCN과DANN의 F-measure를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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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measure for each crop in the classification results for three domain adaptation cases.

Fig. 6.  Overall accuracy of classification results for three domain adaptation cases.



보면(Fig. 7), DRCN은주요작물인마늘과양파항목에

서상대적으로 F-measure가낮았고, DANN은연구지역

에서 필지 면적의 비율이 가장 낮은 맥류 항목에서 F-

measure가낮았다. 이는개별작물간유사한분광특성

으로인해두도메인간자료분포를일치시키는과정에

서일부작물항목에오분류가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SA의 도메인 불일치 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한 JM

거리를 살펴보면(Table 5), TA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별 작물 항목에 대한 도메인 불일치 정

도는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에 대한 소스 베이스라인 CNN과 대상 베이스라인

CNN은 TA에비해상대적으로분류정확도에서큰차

이를보였다(19.93%p). 이러한결과는도메인불일치의

정성적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A에서 소스 도메

인과 대상 도메인의 필지 면적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

이기 때문에 소스 베이스라인 CNN을 이용하여 대상

도메인영상을분류하는데성능에큰영향을미친것으

로 판단된다. SA의 대상 도메인은 소스 도메인에 비해

마늘과 휴경지의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SA에서대상도메인의휴경지비율은 2.54%로매우낮

았다(Table 3).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소스 베이스라인

CNN에서휴경지의 F-measure는 44.3%로가장낮게나

타났다 . TA와 대조적으로 , SA에서는 DAN, DRCN,

DANN을 통해 소스 베이스라인 CNN대비 분류 정확

도가크게향상되었다(각각 13.48%p, 15.85%p, 16.16%p).

즉 도메인 불일치로 두 도메인 간 분류 항목의 비율이

상이한경우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의적용이필요함

을 시사한다. SA사례에서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의

주요특징을살펴보면, DAN은주작물인마늘, 양파의

F-measure의향상정도가크지않은반면에휴경지의 F-

measure가 크게 증가하였고, DRCN과 DANN은 DAN

과는 다르게 주 작물인 마늘과 양파의 F-measure가 크

게 증가한 반면 휴경지의 F-measure는 DAN에 비해 향

상정도가작았다. DAN의경우필지의면적비율이적

은 항목의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DANN의 경우 필지

면적 비율이 큰 마늘, 양파 항목의 정확도를 향상시킨

다는점에서 TA사례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STA는대상도메인영상에서다수의필지가식생활

력이 낮고 소스 도메인과 대상 도메인의 작물 필지 면

적의비율에서도큰차이를보임에따라도메인불일치

정도의정량적분석에서 JM거리가 TA와 SA에비해상

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에따라 TA, SA와비교해서

STA는도메인불일치정도가가장큰사례로정의할수

있다. STA의 소스 베이스라인 CNN과 대상 베이스라

인 CNN의분류정확도는다른사례에비해가장큰차

이를보였다(21.1%p). 그리고다른사례에비해비지도

도메인적응모델을적용하더라도분류정확도의향상

정도가크지않았다. DAN은소스베이스라인 CNN과

비교해서분류정확도가오히려 4.94%p감소하였는데,

특히 마늘과 맥류 항목에서 F-measure가 각각 11%p,

26.8%p만큼감소하였다. 반면DANN의분류정확도는

83.91%로 3개의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스 베이스라인 CNN과 비교해서 8.26%p

향상되었다. 분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비지도 도메인

적응 기반 작물 분류에서 두 도메인 간 불일치 정도가

클 때 적대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DANN모델이 가

장적합한모델로판단된다.

(2) 분류 결과의 시각적 평가

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의유용성을평가하기위해

3개의도메인적응사례의분류결과에대한시각적분

석을 수행하였다(Fig. 8). TA의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DRCN에서는일부마늘과양파필지에서고립된화소

가발생하였고DANN에서는일부마늘필지가맥류로

오분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TA는 도메인 불일치 정

도가작기때문에소스베이스라인 CNN을포함한 3개

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에서일부필지의오분류를

제외하고 대상 베이스라인 CNN과 매우 유사한 분류

결과를보였다.

SA에서 소스 베이스라인 CNN의 분류 결과는 마늘

과 양파 항목이 혼재되는 양상, 필지 경계 부근에서 휴

경지로오분류되는양상과일부마늘필지가대상도메

인영상에서존재하지않는맥류항목으로오분류되는

양상이나타났다. 마늘과양파는무인기영상에서육안

으로도 쉽게 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Fig.

1(b)), 마늘과 양파 항목이 혼재되는 양상은 두 도메인

간 필지 면적의 비율 차이 등 불일치 정도가 크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오분류 양상은 비지도 도

메인적응모델의적용을통해크게개선되었다.

비지도 도메인 적응 모델 별 분류 성능의 차이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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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불일치 정도가 가장 큰 STA사례에서 나타났다.

STA에서소스베이스라인 CNN은 SA와동일하게마늘

과 양파 항목이 혼재되었고, 일부 맥류 필지를 잘 구분

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DAN은소스베이스라인

CNN과 비교해서 분류 정확도가 더 낮았는데, 이는 마

늘과맥류항목이대부분양파로할당되었기때문이다.

즉 DAN은 도메인 불일치 정도가 클수록 자료 분포를

일치시키는능력이크게저하되는것으로판단된다. 반

면DRCN과DANN은마늘과양파항목의혼재양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스 베이스라인 CNN과 DAN과

비교해서마늘과맥류항목의오분류양상을크게완화

하였다. 특히DANN은다른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에

비해대상베이스라인과가장유사한결과를보였다.

5. 결론

이연구에서는연단위의작황모니터링을목적으로

작물구분도를제작할때매년훈련자료수집해야하는

문제를해결하기위해딥러닝기반의비지도도메인적

응모델의적용성을평가하였다. 비지도도메인적응모

델의 적용성 평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늘, 양파 재

배주산지인합천군과창녕군일부지역을대상으로수

행하였으며, 전통적인딥러닝모델인 CNN을기반으로

하는 소스 베이스라인 CNN, 대상 베이스라인 CNN과

함께대표적인딥러닝기반의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

인DAN, DRCN, DANN을비교하였다.

도메인 적응 사례별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소스 도

메인과대상도메인에서재배하는작물항목에변동이

없고, 작물간면적비율이유사한 TA에서는비지도도

메인적응의적용없이소스베이스라인 CNN만으로도

우수한성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SA와 STA

는작물항목의변경, 작물간면적비율의차이와식생

활력의차이로인해소스베이스라인 CNN보다우수한

성능을보인비지도도메인적응의적용이필요한것으

로나타났다. 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별분류성능을살

펴보면, 도메인 불일치 정도가 매우 작은 TA사례에서

DAN은가장우수한분류성능을보였고, 상대적으로도

메인불일치정도가큰 SA와 STA사례에서는DANN이

가장 분류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분류 성

능을보이는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을선택하기위해

서는 분류의 입력 자료인 두 도메인 영상의 특징을 먼

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도메인 불일

치정도가큰 STA사례에서는대상베이스라인과비지

도 도메인 적응 모델 간 분류 성능에 큰 차이를 보였으

며이를개선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는적용한비지도도메인적응모델들은

소스베이스라인과비교해서분류성능이대부분향상

되었는데 분류 결과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DAN은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 비율을 갖는 작물 항목

에서분류성능이높았고, DANN은면적비율이큰주

산 작물 항목에서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기반으로향후에는개별비지도도메인적

응모델의장단점을상호보완하여도메인불일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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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results and ground truth for three domain adaptation cases.



가 큰 경우에도 우수한 성능의 분류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개선된모델을개발하고적용성평가를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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