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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층 신경망 기반 분류기에 쓰이는 다운샘플링은 피처의 공간 차원을 줄이는 동시에 유의미한 정보를
보존하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이미지에 노이즈를 입혀 분류기가 오분류를 하도록 만드는 적대적
공격은 피처 활성화맵을 손상시키고, 이는 피처 활성화 값에 기반하여 출력값을 추출하는 기존의
다운샘플링 기법이 적대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공격에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을 만들기 위해 각각 피처 뉴런이 모델 예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이용하여 피처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이 신뢰도를 기반으로 다운샘플링 트리플렛 손실 함수(LDTL)를 계산하여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추출하고,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무시하도록 합성곱층 기반 다운샘플링 층을 학습시킨다.
최종적으로, 일반 분류기 학습과 적대적 분류기 학습을 통하여 제안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컴퓨터 비전 분야의 태스크에 쓰이는 심층 신경
망은 중간 층에서의 공간 차원(spatial dimension)을
줄이기 위해 다운샘플링(downsampling) 기법을 적용
한다. 흔히 쓰이는 다운샘플링 기법으로는 풀링
(pooling) 혹은 스트라이드(stride)를 이용한 합성곱층
(convolutional layer)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법은 전
합성곱층에서 나온 피처(feature)를 입력으로 받아
활성화(activation) 값에 기반하여 출력값을 추출한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처 활성화맵은 심층 신경망 기반 분류
기에 적대적 교란(adversarial perturbation)을 입혀 잘
못된 분류를 하도록 만드는 기법인 적대적 공격
(adversarial attack)[3]에 취약하다[5, 9, 12].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적 공격은 분류기의 피처
공간을 손상시키고, 기존 이미지의 피처에 없는 노
이즈를 입힌다. 이 노이즈는 신경망의 픽셀 공간부
터 마지막 로짓(logit) 층까지 쌓여 분류기가 오분류
를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피처 활성화값에 의존하
는 기존의 다운샘플링 기법은 신뢰도가 낮은 정보,
즉 공격에 의해 손상된 정보를 다음 층에 넘겨줄
수 있고, 이는 모델이 올바른 분류를 하는 데 큰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처 활성화값이 아닌 모델 예측
에 대한 피처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추출하여 적대적 공격에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을 제안한다. 피처 뉴런이 분류기가 올바른 예
측을 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면, 그 뉴런은 신뢰

도가 높은 뉴런일 것이고, 반대로 분류기가 틀린 예
측을 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면, 그 뉴런은 신뢰
도가 낮은 뉴런일 것이다. 이 직관에 기반하여 정답
클래스에 기여도가 높은 뉴런을 추출하고, 공격에
의한 오답 클래스에 기여도가 높은 뉴런을 무시하
도록 설계된 다운샘플링 트리플렛 손실 함수(LDTL)
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합성
곱층으로 이루어진 다운샘플링 층을 학습한다. 제안
된 다운샘플링 층으로 기존의 피처 활성화값 기반
의 다운샘플링 기법을 교체하고 적대적 공격에 대
한 분류기의 견고성을 높인다.

2. 관련 연구
다운샘플링 기법과 적대적 공격에 대한 방어 기
법은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2.1 다운샘플링 기법
다운샘플링은 피처의 유의미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유지하며 피처의 차원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
고 있다. 초기의 심층 신경망은[7, 11] 주어진 커널
에서 피처 값이 제일 높은 뉴런을 뽑는 최대풀링
(max pooling)과 피처 값의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풀
링 (average pooling)을 사용하였다. ResNet[4] 등의
이후의 신경망은 합성곱층 (convolutional layer)을 사
용해 피처의 차원을 줄였다. 그 외에도 랜덤하게 뽑
은 피처를 추출하는 Stochastic Pooling[13]과 보조
신경망을 이용해 피처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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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피처 뉴런의 기여도에 기반하여 적대적 공격에 견고한 다운샘플링을 학습하는 기법의 다이어그램.
적대적 공격은 이미지의 피처에 잡음을 입혀 분류기가 오분류를 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선 이러한 적대적
피처에서 신뢰도가 높은 뉴런을 추출한 PR(x’|y)에 흡사하고 신뢰도가 낮은 뉴런을 추출한 PR(x’|y’)과 다르
도록 학습된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을 제안한다.
Importance Pooling[2]도 연구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기법은 모두 피처의 값에 기반하여 다운샘플링
을 하기 때문에, 피처를 손상시키는 적대적 공격에
취약하다.

분류기의 예측에 대한 피처 뉴런의 기여도를 계
산하기
위해
Layerwise-Relevance
Propagation
(LRP)[1]를 사용하였다. 층 J 에 있는 임의의 뉴런
aj 의 기여도 Rj 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2.2 적대적 공격에 대한 방어 기법
적대적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
법으로는 적대적 이미지(adversarial image)로 분류기
를 훈련함으로써 분류기가 적대적 공격에 견고해지
도록 만드는 적대적 훈련(adversarial training)이 있다
[3, 8]. 하지만 적대적 훈련으로 학습된 분류기도
공격을 받으면 중간 층의 피처가 교란되는 문제점
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처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법[12], 피처의 견고함을 정의하는 방
법[5], 다른 분류 클래스의 피처 분포를 퍼지게 만
드는 연구[9] 등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운샘
플링의 견고함을 살펴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공격에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을 만들어 적대적 훈련의 성능을 높이려 한다.

3 적대적 공격에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
본 논문에서는 어떤 피처 뉴런이 신뢰할 수 있는
뉴런인지를 판단하고, 주어진 커널 안에서 신뢰도가
높은 뉴런을 추출하도록 다운샘플링을 제작한다. 뉴
런의 신뢰도는 분류기의 예측에 대한 기여도로 나
타낸다. 특정 뉴런이 분류기가 올바른 예측을 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면 신뢰도 또한 높다고 판단하였
고, 반대로 분류기가 틀린 예측을 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면 신뢰도 또한 낮다고 판단하였다.

3.1 피처 뉴런의 기여도 계산법

(1)
수식의 wjk 는 뉴런 aj 와 다음 층 K 에 있는 임의의
뉴런 ak 사이의 가중치를 의미하고, 분자의 ajwjk 는
aj 가 ak 에 가하는 기여도를 의미한다. 분모의 식은
aj 가 속해 있는 층 J 의 모든 뉴런에 대해 같은 방
식으로 계산한 기여도의 합이라고 볼 수 있고, 층 J
의 모든 뉴런이 뉴런 ak 에 가하는 기여도의 합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의 분수는 층 J 의 모든
뉴런에 비교해 aj 가 ak 에 가하는 기여도의 비율이라
고 해석할 수 있고, 이 비율을 뉴런 ak 의 실제 기여
도인 Rk 로 곱한 값이 aj 가 ak 에 가하는 실제 기여
도이다. 이를 층 K 의 모든 뉴런에 가한 합은 뉴런
aj 가 다음 층 K 에 얼마나 많은 기여도를 가하는 지
를 나타낸다. Rk 의 값은 특정 클래스에 대한 분류기
의 제일 마지막 로짓 값으로 설정하고, 역전파를 하
며 매 층마다의 기여도를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공격을 받지 않은 이미지가 속하는 정답 클래스
를 y, 공격을 받은 이미지가 오분류되는 오답 클래
스를 y’이라고 정의했을 때, 신뢰도가 높은 뉴런은
클래스 y 에 높은 기여도를, 그리고 오답 클래스 y’
에 낮은 기여도를 가진다.

3.2 다운샘플링의 구조와 훈련 방법
뉴런의 기여도에 기반하여 신뢰도가 높은 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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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운샘플링 하는 구조와 훈련 방법을 제안한다.
분류기를 테스트할 때는 정답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처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훈련이 가능한 가중치를 지닌 합성곱층으로
다운샘플링 층을 구현하여 신뢰도가 높은 뉴런을
추출하고 신뢰도가 낮은 뉴런을 무시하도록 학습한
다. 본 연구에서는 커널 사이즈를 (2, 2), 스트라이
드를 2 로 설정하여 겹치는 뉴런 없이 각각 커널에
서 피처를 추출하도록 학습한다.
다운샘플링 층을 훈련하기 위해 1) 신뢰도가 높
은 정보와 2)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가진 두가지 비
교 대상을 정의한다. 두 대상 또한 커널 사이즈 (2,
2)와 스트라이드 2 로 피처를 풀링하여 다운샘플링
층의 산출값과 같은 차원을 지닌다. 임의의 적대적
이미지 x’에 대해서, 정답 클래스 y 에 대한 기여도
가 높은 뉴런을 풀링한 값을 신뢰도가 높은 정보로
정의하고 PR(x’|y)로 이름 지었다. 반대로 오답 클래
스 y’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뉴런을 풀링한 값을 신
뢰도가 낮은 정보로 정의하고 PR(x’|y’)으로 이름 지
었다. 그림 1 에서도 볼 수 있듯이, PR(x’|y)는 적대적
이미지의 피처를 풀링하였지만 신뢰도가 높은 정보
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은 이미지의
피처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PR(x’|y’)은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추출하였기 때문
에 적대적 이미지의 손상된 피처에서 생겨난 노이
즈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대적 공격에 견고한 다운샘플링 층을 학습하
기 위해 비교 대상 PR(x’|y)와 PR(x’|y’)을 이용하여
다운샘플링 트리플렛 손실 함수(LDTL)을 제안한다.
손실 함수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샘플링 기법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CIFAR-10[6]
데이터셋 대하여 실험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류
기는 VGG16[11]을 활용하였고, SGD optimizer 를 이
용해 100 에폭 동안 학습하였다. 처음에는 0.01 의
러닝 레이트로 시작해 75 에폭과 90 에폭에는 러닝
레이트를 10 씩 나누었다. 비교 모델로는 (1) 최대풀
링을 사용한 분류기(Max-VGG), (2) 최대풀링을 합
성곱층 기반 다운샘플링으로 교체한 분류기(ConvVGG), 그리고 (3) Conv-VGG 의 다운샘플링 층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 즉 LDTL
으로 학습한 분류기(Ours)를 사용하였다. 성능 비교
를 위한 공격으로는 FGSM[3]과 PGD-20, PGD100[8]을 사용하였고, 적대적 학습을 위한 공격으
로는 PGD-10[8]을 사용하였다.

4.1 제안 기법의 견고성 분석
공격을 받지 않은 이미지로 분류기를 학습하여
제안 기법의 견고성을 비교하였다. 표 1 은 공격을
받지 않은 이미지와 다양한 공격을 받은 이미지에
대한 세가지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다. 적대
적 공격에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을 쓴 Ours 방법
이 Max-VGG 와 Conv-VGG 와 비교해서 모든 공격
에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FGSM 공격에
서는 Conv-VGG 에 비교해서 분류기의 정확도가
4.69%p 만큼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격
에 대한 견고성 향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운샘플링 기법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표 1. 기존 분류기 학습에서 제안 기법의 성능. 빨
간색 글씨는 Conv-VGG 와 비교해서 Ours 의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No
attack

FGSM

PGD-20

PGD100

Max-VGG

90.60%

14.78%

3.64%

4.38%

Conv-VGG

91.40%

15.91%

5.58%

6.82%

Ours

91.51%

(2)
위 수식은 기존의 트리플렛 손실 함수(triplet
loss)[10]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적대적 이미지
x’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앵커(anchor), 즉 다운
샘플링 층의 산출값을 P(x’)로 정의하고, 신뢰도가
높은 PR(x’|y)와 신뢰도가 낮은 PR(x’|y’)을 각각 긍정
(positive) 예제와 부정(negative) 예제로 정의하였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앵커와 긍정 예제의 거리
를 줄이고, 앵커와 부정 예제의 거리를 늘림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뉴런을 추출하고 신뢰도가 낮은 뉴
런을 무시하도록 학습하였다. 하이퍼마라미터 α 는
긍정 예제와 부정 예제 사이의 여백을 뜻하고, 본
연구에선 0.01 로 설정하였다. LDTL 의 가중치를 하이
퍼파라미터 λ 로 조정하고 분류기 학습에서 사용하
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와 혼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대적 공격에 견고한 다운

20.60%

8.85%

9.50%

+4.69%p

+3.27%p

+2.68%p

다음은 공격을 받은 이미지로 분류기를 적대적
학습으로 훈련하여 제안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2 는 공격을 받지 않은 이미지와 다양한 공격을
받은 이미지에 대한 세가지 적대적 학습 모델의 분
류 정확도를 나타낸다. 기존 분류기 학습 때와 마찬
가지로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을 사용한 Ours 방
법이 모든 공격에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PGD-20 공격에서는 Conv-VGG 에 비교해서 적
대적 학습 분류기의 정확도가 0.57%p 만큼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대적 학습을 한 분류기의
경우 기존 분류기보다 Ours 기법의 성능 향상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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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았는데, 이는 적대적 학습을 한 분류기가 그
렇지 않은 분류기보다 공격에 대해 더 견고함을 보
이고, 따라서 공격을 받았을 때 덜 손상된 피처를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표 2. 적대적 분류기 학습에서 제안 기법의 성능.
빨간색 글씨는 Conv-VGG 와 비교해서 Ours 의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No
attack

FGSM

PGD-20

PGD100

77.51%

50.77%

46.44%

47.96%

2022.2.09-2.11

하도록 다운샘플링을 학습시켰다. 제시한 다운샘플
링 기법으로 분류기를 학습시켰을 때, 모든 공격에
서 더 높은 견고성을 얻었다.
하지만 제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
이 한정적이고, 이 문제는 적대적 훈련 시에 더 두
드러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운샘플링 기법을
업샘플링(upsampling) 기법과 합쳐 하나의 모듈로
분류기의 더 다양한 피처에서 신뢰도가 높은 정보
를 추출하고 견고성을 높일 계획에 있다.

감사의 글
Max-VGG
Conv-VGG

78.03%

Ours

77.25%

51.15%

47.19%

48.61%

51.50%

47.76%

49.09%

+0.35%p

+0.57%p

+0.48%p

4.2 하이퍼마라미터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운샘플링 트리플렛
손실 함수(LDTL)의 가중치인 하이퍼파라미터 λ 에
따른 성능 변화를 적대적 학습 분류기의 분류 정확
도로 비교하였다. 가중치 λ 가 0.01 일 때, 모든 공
격(FGSM, PGD-20, PGD-100)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견고함을 보였다. λ 가 0.1 로 더 클 경우에는, 견고
함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LDTL 이 적대적 학습 분류기가 공격에 더 강인해지
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가중치가 너무 크면 분류
기가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학습하는 데 악
영향을 끼쳐 오히려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하이퍼파라미터 λ 에 따른 성능 비교.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피처를 손상시키는 적대적 공격
에 견고한 다운샘플링 기법을 제시하였다. 피처 활
성화값이 아닌 피처 뉴런의 기여도에 기반해 피처
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추출

이 성과는 2021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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