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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 년간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은 

급격한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영상 분류, 객체 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 하지만 최

근에는 Fig. 1의 (b)와 같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작은 퍼터베이션(perturbation) 만으로도 심층 

신경망의 성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적대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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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arial Attack)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2,3]. 또한 적대적 공격은 일반적인 가우시안 

잡음(Gaussian noise)에 비해 효과적이며 심층 신경망

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3]. 
이는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연구의 취약성을 단적으

로 제시하며,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대

적 공격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대적 공격 연구는 크게 영상 분류와 객체 검출을 

위한 방법으로 나뉜다. 영상 분류는 이미지 내 단일 

객체의 클래스 정보만을 예측하지만 객체 검출은 다

수 객체의 클래스 정보와 위치를 동시에 예측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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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frared object detection(IOD)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due to the rapid growth of deep neural 
networks(DNN). Adversarial attacks using imperceptible perturbation can dramatically deteriorate the performance of 
DNN. However, most adversarial attack works are focused on visible image recognition(VIR), and there are few 
methods for IOD. We propose deep learning-based adversarial attacks for IOD by expanding several state-of-the-art 
adversarial attacks for VIR. We effectively validate our claim through comprehensive experiments on two 
challenging IOD datasets, including FLIR and M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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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훨씬 도전적인 연구 분야이다. 그런데 객체 검출

을 위한 적대적 공격은 심층 신경망의 모델별로 공격 

방법을 특정지어야 하므로 호환성(compatibility)이 현

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Faster 
R-CNN[4]과 같은 two-stage 검출기를 위한 공격 방법은 

one-stage 검출기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영

상 분류를 위한 적대적 공격은 심층 신경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하므로 호환성이 높다. 즉, 하나의 

기술로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네트워크에 대해 각각 다른 방

법을 적용해야하는 기존의 객체 검출용 적대적 공격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호환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종류에 상관

없이 적용 가능한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격 기술을 

확장하여 객체 검출에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적외선 도메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contribution은 다음과 같다. (1) 딥러닝 기

반 적외선 객체 검출의 취약점을 분석하였고, (2) 호

환성 높은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격 기술을 확장하여 

객체 검출에 활용하였으며, (3) 다양한 정량적·정성적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가시광 및 적외선 도메인을 위한 딥러

닝 기반 객체 검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관

련 연구를 서술한다. 또한 영상 분류 및 객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기존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2.1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객체 검출은 다수 객체에 대한 클래스와 위치 정보

를 동시에 예측해야 하는 기술이다. 심층 신경망을 이

용한 객체 검출 기술은 ImageNet[5], COCO[6]와 같이 양

질의 대용량 데이터셋이 공개된 이후로 모델의 특징 

표현(feature representation)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

킴으로써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갖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기술인 EfficientDet[7]

과 YOLOv4[8]를 기본 검출기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객체 검출 모델은 backbone, neck, head로 구성되어 있

다. 입력 영상으로부터 backbone을 통해 특징을 추출

하고 neck은 backbone과 head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

을 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레이어 사이의 관계를 고

려하여 특징을 혼합함으로써 객체 검출 성능을 높이

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head 단

계에서는 추출된 특징을 종합하여 다양한 크기의 객

체를 검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한편 대부분의 객체 검출 연구가 가시광 도메인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응

용에 초점을 맞추어 적외선 도메인을 사용하였다. 적

외선 객체 검출 연구는 단순히 가시광 객체 검출 기

술을 적외선 도메인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머

물러 있다. 대표적으로 멀티 스펙트럴 객체 검출

(Multispectral Object Detection, MSOD)[9], 심층 멀티모

달 객체 검출(Deep Multi-modal Object Detection)[10], 
FLIR(Forward-Looking Infrared)[11] 등이 있다. 적외선 

객체 검출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적외선 도메인의 대

용량 데이터셋 부재로 인한 사전학습(pre-training)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가시광 도

메인의 대용량 데이터셋인 ImageNet과 COCO를 활용

한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수행하였다.

         (a) Clean image                 (b) Imperceptible perturbation              (c) Adversarial image

Fig. 1. An adversarial example by adding an imperceptible perturbation for infrared objec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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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대적 공격

  적대적 공격은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의 퍼터

베이션을 입력 영상에 추가하여 심층 신경망의 정확도

를 약화시키는 기술이다. 적대적 공격의 중요한 특징

은 일반적으로 공격 대상을 의미하는 위협 모델(threat 
model)별로 각각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fficientDet을 공격하여 생성한 적대적 영상(adversarial 
image)은 EfficientDet의 성능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만 

YOLOv4의 성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적대적 공격 연구의 큰 흐름은 영상 분류와 객체 

검출 분야로 나뉘며 대부분은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

격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2,12-20]. 예를 들어, FGSM[2](i), 
DDN[12](ii), BIM[13](iii), PGD[14](iv), Newton[15]은 경사 하강

법(gradient descent), Inversion[16]은 픽셀값 역변환, VAT 
[17](v)는 쿨백-라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 
), DeepFool[18]은 최근접 경계(nearest boundary)를 

사용하여 적대적 공격을 수행하였다. 영상 분류용 공

격은 단일 객체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단순한 구

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일 공격 기술로 여러 심

층 신경망 모델에 적용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한편 객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 연구에는 대표

적으로 DAG(vi)[21], RAP[22](vii) 등이 있으며, 대부분 

Faster R-CNN과 같이 영역 제안 네트워크(region 
proposal network, RPN) 방식의 two-stage 검출기를 위

한 공격 모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공격 방법들은 

호환성이 낮은 단점이 있으며, 최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one-stage 검출기인 EfficientDet, YOLOv4 등

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DPatch[23]와 

같은 one-stage 검출기를 위한 공격 모델에 관한 연구

도 있지만 이는 기존 연구인 디지털 공격과 달리 물

리적 공격으로써 영상에 실제 패치 형태를 추가함으

로써 원본 영상과 육안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단점

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호환성이 높은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격 기술을 확장하여 one-stage 객체 

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 FGSM[2]: Fast Gradient Sign Method
(ii) DDN[12]: Decoupled Direction and Norm
(iii) BIM[13]: Basic Iterative Method
(iv) PGD[14]: Progected Gradient Descent
(v) VAT[17]: Virtual Adversarial Training
(vi) DAG[21]: Dense Adversary Generation
(vii) RAP[22]: Robust Adversarial Perturbation
†RPN을 고려하면 two-stage 검출기에도 적용 가능함

3. 적외선 객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

  본 장에서는 적외선 객체 검출 및 영상 분류용 적

대적 공격에 관한 내용과 제안하는 적외선 객체 검출

용 적대적 공격 기술 및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3.1 적외선 객체 검출

  적외선 객체 검출 연구는 대용량 데이터셋 부재로 

인해 심층 신경망 모델의 성능 향상에 필수 요소인 사

전학습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광 

대용량 데이터셋인 ImageNet과 COCO를 활용한 전이

학습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ImageNet, COCO 데이

터셋에서 사전학습한 모델을 각 적외선 데이터셋에서 

fine-tuning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검출기는 최신 기술

인 EfficientDet[7]과 YOLOv4[8]를 사용하였다. EfficientDet
을 기준으로 FLIR 데이터셋에서 전이학습 유무에 따

른 성능 변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평균 정밀도(Average 
Precision, AP)와 AP50에 대해 전이학습을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 12.5 %, 17.7 % 성능이 향상되었다.

3.2 적외선 영상 분류를 위한 적대적 공격

  적대적 공격은 일반적인 가우시안 잡음에 비해 훨

씬 더 작은 퍼터베이션만으로도 심층 신경망의 정확

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이다[3]. 중요한 

특징은 공격 대상을 뜻하는 위협 모델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위협 모델별로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환성이 높은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

격 방법을 확장하여 객체 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기본적으로 적대적 공격 기술은 심층 신경망 와 

입력 영상 ∈, 클래스 정보 에 대해 적대적 

영상 ∈을 생성하며, 모델 손실 함수 , 퍼터

베이션 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max
 ∈

  . (1)

조건 (1)의 은 인지할 수 없는 충분히 작은 값, 
은   주위의 -ball을 의미한다. 즉, 입력 영상

에 아주 작은 변화 를 주어 모델을 속일 수 있는 적

대적 영상 를 생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통 

의 거리 단위는   ∞를 사용하며, 는 영상 분

류를 위한 손실 함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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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격 기술에는 크게 

경사 하강법[2,12-15], 픽셀값 역변환[16], 쿨백-라이블러 발

산[17], 최근접 경계[18], 크기 재조정(rescaling)[19]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GSM[2]은 손실 함수의 경사(gradient) ∇를 이용

하여 를 최대화시키며, 생성된 는 식 (2)
와 같으며, 거리 단위는 ∞를 사용한다.

   ∇ . (2)

  DDN[12]은 매 단계 마다 손실 함수의 경사 ∇
에 

따라 , 를 조정하며, 의 적대적 여부에 따라 

을 증감시킨다. 구체적으로, 가 적대적인 경우 최적

의 를 구하기 위해 을 감소시키며, 반대로 

가 적대적이지 않은 경우 적대적인 를 생성하기 

위해 을 증가시킨다. DDN은 기존 방법에 비해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며 최종적으로 생성된 는 원

본 영상 와 -norm이 가장 작은 적대적 영상이다.

  BIM[13]은 보다 작은 스텝 크기(step size) 에 대해 

반복하는(iterative) FGSM을 수행하며 생성된 은 

식 (3)과 같으며, 거리 단위는 ∞를 사용한다.

   ∇
, (3)

 minmax     . (4)

식 (4)에서  함수는 의 픽셀값들이 원본 영상 

  주위의 -ball 내에 있도록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PGD[14]는 FGSM과 달리 손실 함수의 경사를 여러번 

사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적대적 공격을 수행한다. 우

선 입력 영상에 균등 분포 로부터 임의의 잡음을 

추가하여 초기 영상    를 생성하고, 

 단계에 대한 적대적 영상 은 다음과 같다.

  


 ∇
. (5)

식 (5)에서 는 스텝 크기, 


는 에 투영시킨 

것을 의미하며, 거리 단위는 ∞를 사용한다.

  Newton[15]은 선형 근사(linear approximation)와 경사 

하강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 를 조정하며, 거

리 단위는 를 사용한다. 다른 방법들과 달리 클래

스 정보 에 대한 심층 신경망의 softmax 값이 매 단

계 마다 점점 작아지도록 학습한다.
  Inversion[16]은 단순히 픽셀값 역변환을 이용하여 적

대적 영상   를 생성한다.

  VAT[17]는 입력 영상 와 적대적 영상  에 대한 심

층 신경망 예측값  ,   사이의 쿨백-라이블러 

발산    값이 최대가 되며 모델을 속

일 수 있는  ∈을 이용하여 적대적 영상 

   를 생성한다. 거리 단위는 를 사용한다.
  DeepFool[18]은 최근접 경계와 선형 근사를 이용하여 

적대적 영상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며, 거리 단위는 

를 사용한다.

   , (6)

  ∇ ∇. (7)

식 (6), (7)에서 는 ∈   번째 클래스에 

대한 모델 예측값을 의미하며, 최근접 경계의 초평면 

 arg min≠에 대해 아주 작은 퍼터베

이션    
을 계산하고 매 단계 마

다 적대적 영상   를 생성한다.

  Rauber[19]는 크기 재조정과  함수를 이용하여 

식 (8)을 만족하는 ∈ 를 구하고, 적대적 영상 

   를 생성한다. 거리 단위는 를 사용한다.

    . (8)

식 (8)에서 는 가우시안 분포나 균등 분포에서 임의

로 추출한 값을 사용하며, 각 방법에 따라 Rauber-G, 
Rauber-U로 나뉜다.

3.3 적외선 객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

  객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 연구는 대부분 Faster 
R-CNN과 같이 영역 제안 방식의 two-stage 검출기에 

한정되어있다[21,22]. 이러한 기존 방법들은 호환성이 낮

아 다른 종류의 검출기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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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호환성이 높은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격 

기술을 확장하여 one-stage 검출기에 적용 가능한 객

체 검출용 적대적 공격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cross-entropy 손실 함수와 함께 영상 내에 존재하는 여

러 개의 GT(Ground Truth) 바운딩 박스(bounding box) 
중에서 (1) 임의(random) 선택, (2) 영상의 중심점과 가

장 가까운 것(center) 선택, (3) 가장 크기가 큰 것

(largest)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선택된 GT에 대해 손실

값을 계산하고 이를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적대적 영상을 

생성하며 이는 Fig. 2와 같다. 제안하는 GT 선택 방법

을 통해 객체 검출 모델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으

며 폭넓은 정량적·정성적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

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과 구분짓기 위해 기존 적대적 공격에 ‘+’를 더하

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FGSM+, DDN+ 등이 있다.

3.4 적대적 공격 평가 지표

  일반적으로 적대적 공격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

표로써 성능 하락폭과 퍼터베이션의 크기를 사용한다. 
즉, 퍼터베이션의 크기가 작으면서 원본 영상 대비 적

대적 영상의 성능 하락폭이 클수록 효율적인 적대적 

공격 방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  


는 두 영상 간 평균 정밀도(Average Precision, AP) 차

이를 의미하며,      는 두 영상 간 퍼

터베이션의 크기를 의미한다.   값이 작을수록 원본

과 유사하고 ∆ 값이 클수록 정확도 감소량이 증

가하므로 효과적인 적대적 공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실 험

  본 장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 평가 지표, 
구현 세부사항, 적대적 공격과 잡음 비교 실험, 적외

선 객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 적대적 공격 특성 

분석, 원본 영상과 적대적 공격 영상 활성화 맵 비교, 
적대적 공격 예시에 대해 설명한다.

4.1 데이터셋, 평가 지표, 구현 세부사항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적외선 객체 검출의 취

약성을 분석하기 위해 FLIR[11], MSOD[9] 데이터셋을 활

용한다. FLIR 데이터셋은 3개의 클래스(person, bicycle, 
car)와 10,228개의 이미지, 79,300개의 바운딩 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의 해상도는 640×512이다. 
MSOD 데이터셋은 멀티 스펙트럴 파장대역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FIR(Far Infrared)을 사

용하였다. 구체적으로, 5개 클래스(person, bicycle, car, 
color_cone, car_stop)와 6,319개의 이미지, 28,271개의 

바운딩 박스를 포함하며, 영상의 해상도는 640×480이

다. 각 데이터셋에 대한 요약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tails of FLIR and MSOD datasets

데이터셋
클래스

수

영상 수 바운딩 박스 수

학습 테스트 총합 학습 테스트 총합

FLIR[11] 3 8,862 1,366 10,228 67,618 11,682 79,300

MSOD[9] 5 4,964 1,355 6,319 21,560 6,711 28,271

  본 실험을 위해 우선 적외선 객체 검출을 위한 심층 

신경망(EfficientDet, YOLOv4)을 학습 데이터셋(FLIR, 
MSOD)에서 fine-tuning 한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과 

테스트셋을 기반으로 각 적대적 공격을 수행하였을 

때 평균 정밀도를 측정한다. 감소하는 평균 정밀도가 

크고, 원본 영상과의 차이가 작을수록 효과적인 적대

적 공격 방법이다. 또한 그 외에도 객체 검출의 주요 

평가 지표인 COCO[6] 데이터셋의 평균 정밀도(Average 
Precision, AP), AP50, AP75, APS, APM , APL을 사용하였

Fig. 2. The overview of our proposed adversarial attacks for infrared objec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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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균 정밀도 AP는 GT와 예측된 바운딩 박스 사

이의 IoU(Intersection-over-Union) 값이 기준점(0.5부터 

0.95까지 0.05씩 증가하여 총 10 단계) 이상인 경우에 

대한 AP 값들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AP50, AP75는 각

각 IoU 기준점이 0.5, 0.75일 때의 AP 값을 의미한다.
  APS, APM , APL은 픽셀 기준으로 물체 면적이 각각 

0~322, 322~962, 962 이상인 경우의 AP를 의미한다. 주

요 평가 지표인 평균 정밀도 차이 크기 ∆는 클수

록 좋으며, 퍼터베이션 크기인  는 작을수록 좋다.
  실험에 사용된 총 10개의 최신 적대적 공격 기술은 

Inversion[16], FGSM[2], DDN[12], BIM[13], PGD[14], Newton[15], 
VAT[17], DeepFool[18], Rauber-G[19], Rauber-U[19]를 포함

한다. 실험에 사용한 GPU는 1대의 NVIDIA Titan 
RTX이며, 적대적 공격의 한계점인  값은 실험을 통

해 결정하였으며 제안하는 Inversion+, FGSM+, DDN+, 
BIM+, PGD+, Newton+, VAT+, DeepFool+, Rauber-G+, 
Rauber-U+에 대해 FLIR 데이터셋에서는 각각 0.09, 
0.004, 2.0, 0.008, 0.014, 1.0, 1.2, 0.01, 20.0, 30.0을 사

용하였으며 MSOD 데이터셋에서는 각각 0.2, 0.0007, 
2.0, 0.001, 0.0007, 0.4, 1.0, 0.003, 20.0, 20.0을 사용하

였다. 객체 검출기는 최신 기술인 YOLOv4[8]와 

EfficientDet-D2[7]를 사용하였다.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EfficientDet-D2를 

EfficientDet으로 표기한다. YOLOv4와 EfficientDet은 

ImageNet과 COCO 데이터셋에서 pre-training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4.2 적대적 공격과 잡음 비교 실험

  본 절에서는 적대적 공격과 일반적인 잡음 방법인 

가우시안 잡음, 점잡음(salt and pepper noise)과의 공격 

효과를 비교하였다. Table 2에서 EfficientDet 모델에 

대한 가우시안 잡음과 점잡음의 ∆는 각각 -0.1 %, 

-0.3 %를 기록한 반면, 적대적 공격 방법인 FGSM+, 
DDN+, BIM+, PGD+에 대한 평균 ∆는 -4.0 %로써 

잡음 방식에 비해 훨씬 큰 성능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또한 퍼터베이션의 크기인   역시 가우시안 잡음과 

점잡음은 각각 3.03, 1.82를 기록한 반면, 적대적 공격 

방법은 0.19만을 기록하였다.
  정성적인 비교 실험 결과인 Fig. 3의 첫 번째 행은 

원본 영상에 퍼터베이션을 추가한 결과 영상을 4배 

확대한 것이며, 두 번째 행은 각 방법에 대한 퍼터베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baseline, 

noises, and adversarial attacks on FLIR 

dataset for EfficientDet

Methods
EfficientDet[7]

∆   AP

Baseline (clean image) 0 1e-10 35.8

Gaussian noise -0.1 3.03 35.7

Salt and pepper noise -0.3 1.82 35.5

Adversarial attacks -4.0 0.19 31.8

   (a) Baseline(clean image)      (b) Gaussian noise      (c) Salt and pepper noise    (d) Adversarial attacks

Fig. 3. Examples of baseline, gaussian noise, salt and pepper noise, and adversarial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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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영상을 4배 확대한 것이다. Fig. 3의 (b) 가우시

안 잡음과 (c) 점잡음은 식별 가능한 큰 퍼터베이션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적대적 공격 (d)는 육안으로 확인

하기 어려운 수준의 퍼터베이션으로 공격 가능하다.
  본 실험을 통해 잡음 방식은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

인할 수 있을만큼 영상에 많은 변화를 가하지만 심층 

신경망 기반 적외선 객체 검출기의 성능에는 큰 영향

을 주지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공격 방법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변

화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4.3 적외선 객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

  3.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1) 임

의 선택(random), (2) 중심점과 가장 가까운 것(center), 
(3) 가장 크기가 큰 것(largest)을 선택하여 적대적 공

격을 수행한다. 이를 MSOD 데이터셋에서 baseline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Fig. 4와 같이 다양한 적대적 

공격에 대해 기존 방법 대비 제안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다. 특히 Baseline은 평균적으로 -1.2 % 성능을 감소

시킨 것에 비해 random, center, largest는 각각 -2.1 %, 
-2.0 %, -2.5 %로써 두 배에 가까운 성능 감소폭을 보

였다. Largest의 성능이 가장 좋은 이유는 바운딩 박스

의 크기가 클수록 영상 내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모델의 특징 표현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본 절에서는 기존의 최신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격을 확장하여 적외선 객체 검출에 활용한 

경우에 대해 제안하는 largest 방법을 기준으로 정량적

 Fig. 4. Performance comparison with our proposed 

methods and baseline on MSOD dataset

으로 비교하였다. Table 3과 같이 FLIR 데이터셋에서 

EfficientDet 기준으로 Inversion+는 성능 하락폭이 -5.9 
%로 큰 편이지만 퍼터베이션 크기   역시 42.8로 

다른 방법들의 평균값인 0.17에 비해 250배 이상 크므

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Inversion은 공격 결과가 원본 영상과 눈에 띄게 구별

되지만 다른 적대적 공격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

운 수준으로 공격 가능하다. 다음으로 FGSM+, DDN+, 
BIM+, PGD+ 공격들은 각각 0.25, 0.01, 0.21, 0.32의 

작은 퍼터베이션 크기만으로 -6.4 %, -1.4 %, -3.5 %, 
-4.5 %의 성능 감소를 보였다. 이는 육안으로 확인하

기 어려운 매우 낮은  로 ∆를 크게 하락 시키

고, 공격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Newton+, VAT+, DeepFool+, Rauber-G+, Rauber-U+ 공

격들은 각각 0.01, 0.02, 0.26, 0.10, 0.33의 퍼터베이션 

크기로 -2.1 %, -4.1 %, -3.3 %, -1.1 %, -2.5 %의 성능 

감소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원본과 거의 유사한 퍼터

베이션 크기로 적외선 객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

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마찬가지로 Table 4와 같이 MSOD 데이터셋에서도 

제안하는 공격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험

적으로 보였다. 우선 EfficientDet 기준으로 Inversion+
는 성능 하락폭이 11.8 %로 매우 크지만 퍼터베이션 

Table 3. Adversarial attack performance w.r.t our 

largest GT box on FLIR dataset for 

EfficientDet

Methods ∆   AP AP50 AP75 APS APM APL

Base EfficientDet 0 1e-10 35.8 65.7 35.9 19.4 44.7 62.5

Ours
(Lar
gest)

Inversion+ -5.9 42.8 29.9 55.6 26.7 14.0 38.6 61.0

FGSM+ -6.4 0.25 29.4 56.2 26.7 16.1 37.4 57.2

DDN+ -1.4 0.01 34.4 63.6 34.1 18.8 43.2 62.4

BIM+ -3.5 0.21 32.3 60.2 30.6 16.6 41.4 57.9

PGD+ -4.5 0.32 31.3 60.1 26.6 17.4 39.6 60.2

Newton+ -2.1 0.01 33.7 62.4 32.5 19.1 42.2 62.4

VAT+ -4.1 0.02 31.7 60.0 27.7 18.7 39.6 61.9

DeepFool+ -3.3 0.26 32.5 60.9 31.0 17.0 41.3 61.0

Rauber-G+ -1.1 0.10 34.7 64.1 34.5 19.1 43.4 62.6

Rauber-U+ -2.5 0.33 33.3 61.5 32.5 18.7 41.3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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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dversarial attack performance w.r.t our 

largest GT box on MSOD dataset for 

EfficientDet

Methods ∆   AP AP50 AP75 APS APM APL

Base EfficientDet 0 1e-10 40.4 70.5 40.5 11.3 42.2 63.9

Ours 
(Lar
gest)

Inversion+ -11.8 92.5 28.6 51.4 28.3 5.3 27.7 54.6

FGSM+ -2.6 0.01 37.8 67.3 37.4 11.0 40.1 58.8

DDN+ -2.7 0.02 37.7 67.8 36.5 10.5 39.6 59.8

BIM+ -0.8 0.01 39.6 69.4 39.7 11.4 41.4 62.3

PGD+ -0.2 0.01 40.2 70.0 40.0 11.3 41.9 63.7

Newton+ -3.4 0.01 37.0 66.6 35.9 10.9 39.5 57.7

VAT+ -5.4 0.03 35.0 64.2 33.9 9.9 36.6 56.9

DeepFool+ -2.6 0.04 37.8 67.9 37.3 11.0 40.6 58.7

Rauber-G+ -2.3 0.24 38.1 67.6 37.6 10.8 39.9 61.0

Rauber-U+ -2.2 0.24 38.2 67.8 37.5 10.9 39.8 61.2

크기  가 92.5로 다른 방법의 평균값인 0.06에 1500
배 이상 크므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FGSM+, DDN+, BIM+, PGD+ 공격들은 모두 0.02 이

하의 매우 작은 퍼터베이션 크기만으로 각각 -2.6 %, 
-2.7 %, -0.8 %, -0.2 %의 성능 감소를 보였다. 다음으

로 Newton+, VAT+, DeepFool+, Rauber-G+, Rauber-U+ 
공격들은 각각 0.01, 0.03, 0.04, 0.24, 0.24의 퍼터베이

션 크기로 -3.4 %, -5.4 %, -2.6 %, -2.3 %, -2.2 %의 

성능 감소를 보였다. 이는 원본과 거의 유사한 매우 

작은  로 ∆를 효과적으로 하락시키고, 공격 효

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4.4 적대적 공격 특성 분석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대적 공격의 주요 특징은 

일반적으로 공격 대상을 의미하는 위협 모델별로 각각 

학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이 적외선 객

체 검출을 위한 적대적 공격에서도 발생하는지 검증

하기 위해 EfficientDet을 공격하여 생성한 적대적 영

상을 YOLOv4에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FLIR, 
MSOD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 5와 같다.
  우선 Fig. 5의 (a) 결과를 보면 EfficientDet 모델 대비 

YOLOv4 모델에서는 성능 하락폭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DDN+와 VAT+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

(a) FLIR

(b) MSOD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with our proposed 

methods on FLIR and MSOD datasets for 

EfficientDet and YOLOv4(using adversarial 

images generated by attacking EfficientDet)

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적대적 공격은 

공격 대상을 의미하는 위협 모델별로 학습하여 적용해

야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EfficientDet을 공격한 결과를 

YOLOv4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공격 효과가 감소한 것

이다. 이는 Fig. 5의 (b)와 같이 MSOD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로 EfficientDet 대비 YOLOv4에서는 성능 하락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적대적 공

격을 시도할 때는 심층 신경망 모델을 파악하고, 방어 

시에는 모델을 은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Fig. 6과 같이 각 적대적 공격의 임계값

(threshold)에 따른 성능 감소폭 ∆ 변화 실험을 진

행한 결과, 임계값이 커질수록 성능 감소폭도 같이 커

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FGSM+, BIM+, PGD+의 

경우에는 임계값이 증가할수록 성능 감소폭이 -20 %
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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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P difference ∆ comparison according to 

adversarial attack threshold  on FLIR dataset

        (a) Clean image      (b) Adversarial attacks

Fig. 7. Qualitative results of clean and adversarial 

images using Grad-CAM on FLIR and MSOD 

datasets

4.5 원본 영상과 적대적 공격 영상 활성화 맵 비교

  제안하는 적대적 공격 방법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Grad-CAM)[24]을 이용해 원본 영상

과 적대적 영상에 대한 클래스별 활성화 맵을 비교하

였다. Grad-CAM은 심층 신경망의 마지막 레이어의 

경사(gradient)를 이용하여 각 클래스별로 영상의 중요

한 영역을 표시한다. 이는 심층 신경망의 예측된 결과

에 대해 시각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모델의 의사 결정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Fig. 7에서 각 행의 첫 번째 줄의 초록색 

점선 사각형은 GT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의미하며, 
각 행의 두 번째 줄은 영상의 히트맵(heatmap)을 의미

한다. Fig. 7의 (a)인 원본 영상에서는 자전거와 사람

을 올바르게 검출한 반면에 (b) 적대적 공격 FGSM+
에서는 위쪽에서 사람과 테이블을 자전거로 오검출하

였고, 아래쪽에서는 사람을 미검출하였다.

4.6 적대적 공격 예시

  본 실험에서는 원본과 적대적 공격 영상에 대한 모

델의 검출 결과를 비교하여 적대적 공격이 심층 신경

망의 검출 기능을 효과적으로 저하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Fig. 8의 각 행은 FLIR, MSOD 데이터셋

에서의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첫 번째 행에서는 

(a) 원본 영상의 경우 자동차(초록색)를 올바르게 검출

한 것과 달리 (b) 적대적 공격 FGSM+의 경우 자동차 

뒷부분을 사람(빨간색)으로 오검출하였으며, 두 번째 

행의 (b)에서는 큰 건물을 자동차로 오검출하였다.

        (a) Clean image      (b) Adversarial attacks

Fig. 8. Detection examples of clean images and 

adversarial images on FLIR and MSOD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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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적외선 객체 검출의 취

약성 분석을 위해 기존의 영상 분류용 적대적 공격 

기술을 확장하여 객체 검출에 활용하였으며 FLIR, 
MSOD와 같은 적외선 객체 검출 데이터셋에서 폭넓

은 정량적, 정성적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

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기술 대비 호환성이 높고 작은 퍼터베이션 크기만으

로도 검출 정확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

을 갖는다. 본 논문을 통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퍼터베이션으로 적외선 객체 검출을 위한 심

층 신경망의 성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

증하였다.
  한편 적대적 공격뿐만 아니라 적대적 방어에 대해

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적대적 학습 기반의 

적대적 방어에 관한 연구를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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