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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딥러닝 기법의 발전은 고전적인 영상처리 알고리즘에 비

해 월등한 성능을 보이면서 의료영상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컴퓨터 보조진단(Computer-Aided Diagnosis, CAD)의 미래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딥러닝은 내재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임상에 적용하기 전에 세밀하게 조

사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 공격은 이러한 딥러닝 모델의 불확실성

을 조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법으로서 의도적으로 교란 신호가 

부가된 적대적 예제를 만들어 딥러닝에 노출시키고 그에 따른 성

능 저하를 평가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 연구는 초보적인 사물 분

류 및 CT 폐 결절 검출용 딥러닝 모델을 대상으로 적대적 공격을 

가하거나 방어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취약성과 견고성을 조사한다.

이 연구는 각 MNIST, CIFAR-10, LIDC-IDRI 데이터세트로 훈련된 

세 가지 딥러닝 모델의 취약성 및 방어 기법 적용에 따른 견고성

을 평가했다. 앞의 두 가지 딥러닝 모델을 교란하는 적대적 예제

를 생성하기 위해 네 가지 최신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과 세 가지 

방어 기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CT 폐 결절 검출용 딥러닝 모

델의 취약성 및 견고성 평가 실험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공격 알고

리즘과 방어 기법을 선택하였다.

MNIST 데이터세트로 훈련시킨 딥러닝 모델의 실험 결과, 분류 

성능이 네 가지 다른 알고리즘의 적대적 공격 각각 0.98에서 0.70, 

0.78, 0.01, 0.02로 하락했으며, 세 가지 다른 방어 기법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 0.98∼0.99 수준으로, 일부 0.7~0.8 수준으로 상승했

다. CIFAR-10 데이터세트로 훈련시킨 딥러닝 모델의 성능 또한 공

격 전 0.73에서 공격 후 각각 0.11, 0.16, 0.13, 0.02로 하락했으며, 

세 가지 다른 방어 기법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 0.60 안팎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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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했다.

CT 폐 결절 검출 모델의 성능은 교란 신호의 크기에 따라 점진

적으로 감소했다: ROC 곡선 하방 면적(AUROC)이 공격 전 0.912에

서 공격 후 0.885, 0.854, 0.848로 하락했고, 민감도가 공격 전 

0.929에서 공격 후 0.887, 0.840, 0.778로 하락했다. 방어 기법을 적

용한 결과, AUROC가 0.912에서 0.931로 상승했으며, 각 공격에 대

해 0.896, 0.894, 0.882로 기존 모델보다 견고한 성능을 보였고, 민

감도는 기존 모델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특이도를 큰 폭으로 상승

시켜 성능 개선의 가능성을 보였다.

딥러닝 모델은 미약한 교란 신호가 부가된 적대적 사례에 취약

하며,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성능 저하를 보였다. 

또한 방어 기법을 통해 딥러닝 모델을 견고하게 만들 잠재적인 가

능성을 볼 수 있었다. 교란 신호와 적대적 공격에 대한 취약성 측

면에서 CAD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딥러닝, 컴퓨터 보조진단, 위험성, 취약점, 적대적 공격, 견고성

학  번 : 2016-2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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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    론

의료영상처리에서 컴퓨터 보조진단(Computer-Aided Detection and 

Diagnosis, CAD) 시스템은 특정 병변의 검출 또는 분류 등을 제공하여 

임상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1-2]. 공학계와 임상

계간의 꾸준한 협력 연구에 따라 최근 30년간 다양한 유형의 질병들을 

위한 컴퓨터 보조진단 시스템들이 개발되었으나 [3-6], 불과 수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시스템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딥러닝 기술은 지난 몇 년 사이 영상

처리 분야에서 대부분의 기록을 갱신하였고, 컴퓨터 보조진단 분야에서

도 예전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당뇨망막병증(diabetic 

retinopathy) 검출이나 폐 결절 검출 등 일부 영역에서는 임상 전문의들

의 진단 정확도와 유사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

다 [7-10].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상용화로도 이어지고 있어, 미국 식품

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이미 딥러닝을 적

용한 컴퓨터 보조진단 의료기기를 승인한 사례들이 있으며, 국내 식약청

에서도 최근에 승인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딥러닝이 가진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오작동에 관

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의도된 방법과 절차

에 따라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딥러닝의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스스로 반응 방

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경

우 훈련자의 의도와 무관한 교란 반응이 나타나는 등 본질적인 불확실성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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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fellow 등은 원본 데이터에 아주 미약한 교란 신호(perturbation)를 

추가하였을 경우 딥러닝이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발견하

고,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 적대적 사례(adversarial examples) 연구를 보

고하였다 [12]. 최근에는 딥러닝 모델에 오동작을 일으킬 목적으로 적대

적 사례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적대적 공격 (adversarial attack)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8]. Finlayson 등은 안저영상, 흉부 X-선 

영상, 피부영상 등을 학습한 의료영상의 딥러닝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공격 실험에서, 이러한 적대적 공격에 의해 딥러닝에 기반한 의료영상 

진단보조 시스템에 중요한 오류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1]. 또

한 이와 같은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딥러닝 모델을 견고하게 강화시키기 

위한 방어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성능을 보이는 알

고리즘들도 나타나고 있다 [16-18].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CT 영상에서의 폐 결절 검출 

문제에서 적대적 공격을 이용해 딥러닝의 위험성과 방어 알고리즘을 적

용한 견고성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한다. 최신의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 

및 방어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초보적인 사물 분류용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적대적 공격 및 방어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예비 

실험을 수행하고, CT 영상에서의 폐 결절 검출용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

델에 적대적 공격을 가하고 방어 기법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성능의 변

화를 조사한다.



3

제 2 장  재료 및 방법

제 1 절  딥러닝 오동작을 유도하는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

1.1 Fast Gradient Sign Method (FGSM)

Goodfellow 등은 [12]에서 DNN(Deep Neural Network)이 선형적인 성

질 때문에 적대적인 교란 신호에 취약할 수 있다고 가정했고, 이를 증명

하기 위한 적대적 공격 예제들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FGSM 알고리즘

을 제안했다. 이 알고리즘은 공격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특징 차원

(feature dimension)에서의 공격 강도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을 

사용해 교란 신호 값 ∆′을 본질적으로 측정한다. 교란 신호의 정도

를 조정하기 위해 상수 매개변수인 (epsilon)을 사용한다. FGSM의 교란 

신호는 비표적(non-target) 공격으로써 손실 함수의 기울기 벡터에 sign

함수를 취하는 것으로 직접 계산된다. 수식은 아래와 같다.

∆ ′ ∙∇,             (2-1)

는 DNN의 입력이 되는 데이터이며(보통 영상 이미지), 는 DNN

의 함수로써 결과 값은 ′이 된다. 는 의 실제 레이블(정답)이고, 

는 특정 DN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된 손실함수다. 이 

알고리즘은 아래에서 소개할 Jacobian Saliency Map Attack [13] 알고리

즘보다 계산비용이 적은데 비해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알고리즘으로 알려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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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epFool

DeepFool 알고리즘은 Moosavi 등이 [14]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서, 

분류자(classifier,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의미)가 분류에 실패하는데 필요

한 최소한의 교란 신호를 기하학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이다.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가 선형 평면(linear plane)인 선형 분류자의 출력 결

과를 묘사하는 공간 영역을 다면체로 표현한다. DeepFool은 분류자가 결

정을 바꿀 수 있는 교란 신호의 최소값을 이 다면체 내에서 탐색하며 

 을 이용한다. 수식은 아래와 같다.

∆′  arg subject to: ≠,      (2-2)

이 방법은 탐욕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다소 느리지만 JSMA 알고리즘

보다는 월등히 빠르고, FGSM 알고리즘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공격 시 필요한 교란 신호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연구 목

적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1.3 NewtonFool

NewtonFool 알고리즘은 Jang 등이 [15]에서 제안한 방법으로서, 입력 

영상에서 클래스 에 매우 높은 확률로 속하는 화소 가 있고, 반대로 

같은 클래스 에 매우 높은 확률로 속하지 않는 화소 ′이 있다고 가정

하여, 이를 찾기 위해 경사-하강(gradient-descent) 알고리즘과 비선형 방

정식을 풀기 위한 뉴턴 방법을 활용한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이다. 이 알

고리즘의 목적은 DeepFool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분류자가 분류에 실패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란 신호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수식은 아래와 같다.

 min  ∇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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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4)

 는 분류자 의 소프트맥스(softmax) 출력이고,   ∈ 

일 때, 
는  가 클래스 이 될 가장 높은 확률이며, 는 전체 

클래스의 집합이다. 이 알고리즘은 JSMA나 DeepFool보다는 훨씬 빠르며, 

FGSM 알고리즘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DeepFool이나 FGSM보다도 효율적

이기 때문에 향후 더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알고리즘이다.

1.4 Jacobian Saliency Map Attack (JSMA)

JSMA 알고리즘은 Papernot 등이 [13]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서, 입

력 영상의 일부 화소들을 수정하여 적대적 예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화소의 최소 개수를 찾는 표적 공격 방법이다. 돌출지도

(saliency map)는 입력 영상 에서 DNN 모델 의 Jacobian 기울기행

렬(gradient matrix)인 ∇로부터 계산되는데, 이는 각각의 화소가 영

상을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한다. 입력 

영상에서 돌출점수(saliency score)가 높은 경우 영상의 레이블이 표적 클

래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출지도에서 표적 클래스의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화소를 선택하고, 분류의 임계값

(threshold)을 넘어 표적 클래스로 분류될 때까지 을 사용해 반

복적으로 교란 신호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탐욕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표적 공격 시 수정이 필요한 최소한

의 화소 개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목적으로 가치 있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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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견고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어 알고리즘

2.1 Feature Squeezing

Weilin Xu 등이 [16]에서 제안한 Feature Squeezing 알고리즘은 적대

적 공격에 교란당하지 않도록 모델을 강화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할 

때 표현의 복잡성을 줄여 민감도(sensitivity)를 낮춰서 모델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화소의 색상 값을 더 작게 인코딩하여 색상 깊이를 줄

이는 방법과, 영상에 평활화(smoothing)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특징들을 압축하는 만큼 약간의 손실은 발생하

기 때문에 원래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반

대로 작은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어 잡음이나 적대적 공격에 

견고하며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2.2 Label Smoothing

Label Smoothing 기법은 Tamir Hazan 등이 [17]에서 제안한 기법으

로 클래스 레이블을 soft target(표적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들

을 통합하여 하나의 클래스로 취급)으로 변환하여, 모델이 데이터를 학

습할 때 실제 레이블 대신 이와 같이 변환된 레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이 알고리즘은 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손실 함수를 더 매끄럽게 만들

어 민감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델이 보다 견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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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dversarial Training

Christian Szegedy 등은 [18]에서 모델을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

기 위해 모델이 학습 단계에서 원본 데이터세트와 함께 적대적 공격이 

가해진 영상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학습한 영상에 대해

서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충분히 학습했다는 가정 하에) 사전에 

학습했던 공격에 대해서는 견고해진다는 원리다. 실제로 어떤 공격이 가

해질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잘 알려져 있는 몇 가지 공격에 대

해 학습을 해둔다면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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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물 분류용 딥러닝 모델에 대한 적대적 공격 

및 방어

3.1 실험 목적

의료영상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 실험으로서 딥러닝 영상처리 

분야에서 초보적인 실험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사물 분류용 딥러닝 모델

에 적대적 공격 및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데이터세트

딥러닝 실험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개 데이터세트인 

MNIST [19]와 CIFAR-10 [20]을 이용했다. MNIST 데이터세트는 손 글씨

로 직접 쓴 0∼9사이의 숫자 이미지다. 즉 10개의 서로 다른 레이블이 

있으며, 각각의 영상은 다양한 모양이지만 사람이 쉽게 어떤 숫자인지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다. 각각의 영상 이미지 크기는 28×28×1(gray-

scale)이고 훈련 세트로 60,000개의 이미지, 테스트 세트로 10,000개의 이

미지를 사용했다. CIFAR-10 데이터세트는 10가지 서로 다른 사물이 담

긴 이미지며,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사물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각각의 영상 이미지 크기는 32×32×3(RGB)이고, 훈련 세트로 50,000개

의 이미지, 테스트 세트로 10,000개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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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딥러닝 모델

3.3.1 MNIST 데이터세트 분류를 위한 딥러닝 모델

영상 분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21]를 사용하였다. MNIST 데이터세트의 분류를 위한 

CNN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Conv2D(64, 8×8) - ReLU - 

Conv2D(128, 6×6) - ReLU - Conv2D(128, 5×5) - ReLU – FCN(10) - 
Softmax(10). Batch size는 128이며, epoch은 5회다. 이 모델의 구조는 

[그림 2-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MNIST 데이터세트 분류를 위한 CNN 모델 네트워크 구

조.

3.3.2 CIFAR-10 데이터세트 분류를 위한 딥러닝 모델

CIFAR-10 데이터세트의 분류를 위한 CNN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

다: Conv2D(32, 3×3) - ReLU - MaxPooling(2×2) - Dropout(0.5) - 

Conv2D(64, 3×3) - ReLU - MaxPooling(2×2) - Dropout(0.5) - FCN(500) 

- ReLU - Dropout(0.5) - FCN(10) - Softmax(10). Batch size는 128이며,  

epoch은 20회다. 이 모델의 구조는 [그림 2-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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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IFAR-10 데이터세트 분류를 위한 CNN 모델 네트워크 구조.

3.4 실험 방법

적대적 공격 및 방어 실험을 위해 IBM Research에서 개발하고 오픈

소스로 배포한 Adversarial Robustness Toolbox(ART v0.1) [22]를 기반으

로 소스코드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RT는 딥러닝 모델에 적대적 

공격을 가하거나,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최신 기법들을 구현한 라이브러리다.

이 연구는 MNIST 데이터세트와 CIFAR-10 데이터세트에 각각 4가지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

용한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한 FGSM, DeepFool, 

NewtonFool, JSMA이다. 방어 알고리즘은 Feature Squeezing, Label 

Smoothing, Adversarial Training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Feature Squeezing

은 색상 깊이를 줄이는 방법만을 이용하였다. 먼저 초기의 CNN으로 구

현한 딥러닝 모델이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않은 원본 영상과 각각의 공

격이 가해진 영상을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의 방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CNN 모델에서 각각의 공격이 가해진 영상

을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예외로 JSMA 공격에 대

한 Adversarial Training 방어 알고리즘은 실험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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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반면, 다른 예제들로 성능을 대략 짐작할 수 있으므로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12

제 4 절  컴퓨터 보조진단용 딥러닝에 대한 적대적 공격

4.1 실험 목적

실세계 의료 컴퓨터 보조진단용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델에서 적대적 

공격과 방어 알고리즘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한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할 컴퓨터 보조진단 시스템으로는 Jason 

Causey 등이 [23]에서 개발한 NoduleX를 선택하였다. NoduleX는 CT 영

상에서 폐 결절의 검출과 악성도(malignancy)를 판별하는 딥러닝 모델인

데, 본 연구에서는 폐 결절의 검출 작업에 대해 적대적 공격을 가하는 

실험과 방어 알고리즘의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데이터세트

이 연구에서는 NoduleX의 훈련과 검증에 사용한 Lung Image 

Database Consortium and Image Database Resource Initiative(LIDC-IDRI) 

데이터세트를 적대적 공격 실험에 사용하였다 [24]. LIDC-IDRI 데이터세

트는 판독 경력이 있는 4명의 흉부 방사선 의사에 의해 병변이 표시된 

진단 및 폐암 검사 흉부 CT 스캔 영상들이며, 컴퓨터 보조진단 알고리

즘의 개발과 훈련,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데이터세트다.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와 미국 식품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시작하여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재단이 추진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구축한 

1018건의 사례를 포함하는 데이터세트로, 사례 당 영상의 수는 100∼700 

매이며, 각 절편(slice)의 영상 크기는 512×512 이다. 각각의 사례에 대

해 폐 결절의 존재 여부와 악성 등급(1~5)이 표기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LIDC-IDRI 데이터 중에서 NoduleX 연구의 기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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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에서 성능 시험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제시된 일부 데이터 세트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선별된 증례에 대해 NoduleX의 논문 및 공개 코드 

등에서 제시한 위치에서 212 개의 폐 결절 포함 데이터세트와 212개의 

폐 결절 미포함 데이터세트를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데이터세트는 

512×512 크기의 단면 영상 중에서 47×47 크기로 취한 소영상이며, 연

속된 5장의 단면을 묶어 47×47×5 크기의 작은 3D 체적 영상이었다.

4.3 딥러닝 모델

NoduleX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인 CNN사용했다. 사용한 CNN 모

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Conv2D(40, 5×5) - ReLU - MaxPooling(2×2) 

- Conv2D(80, 5×5) - ReLU - MaxPooling(2×2) - Conv2D(80, 5×5) - 

ReLU - MaxPooling(2×2) - Dropout(0.25) - Conv2D(100, 3×3) - 

MaxPooling(2×2) - ReLU - Dropout(0.25) - Conv2D(200, 3×3) - 

MaxPooling(2×2) - ReLU - Dropout(0.5) - Conv2D(500, 3×3) - 

Dropout(0.5) - FCN(500) - Dropout(0.5) - FCN(200) - FCN(2) - 

Softmax(2). Batch size는 64이며, epoch은 200회다. 모델의 구조는 [그림 

2-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LIDC-IDRI 데이터세트를 위한 NoduleX의 CNN 모델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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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방법

예비 실험의 결과에서 찾아진 효율적인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과 방

어 알고리즘을 하나씩 선택하여 NoduleX 모델의 적대적 공격 및 방어에 

적용하였다. 적대적 공격 방법으로는 FGSM 알고리즘을 선택했으며, 다

른 범위의 값 50.5, 150.5, 250.5로 교란 신호가 부가된 LIDC-IDRI 이미

지를 사용하였다. [그림 2-4]는 FGSM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를 적

용하여 교란 신호를 부가한 사례를 보여준다. 기 훈련된 NoduleX 모델에 

이용하고 원본 데이터세트와 교란 신호가 부가된 데이터세트를 입력시켜 

노듈 검출을 수행하였다. 방어 방법으로는 Adversarial Training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으며,   를 적용한 FGSM 공격 영상만을 이용한 실험

과, 3가지 값 50.5, 150.5, 250.5를 각각 적용한 FGSM 공격 영상 모두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4] CT 영상에 FGSM 공격을 가하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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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능 평가

성능 평가 방법은 Area Under the ROC curve(AUROC), 정확도

(accuracy),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를 이용한다. AUROC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곡선을 그려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ROC 

곡선의 우하단 영역의 넓이가 되며, 이 넓이가 곧 정확한 정도를 의미한

다.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는 아래의 식 (4-1) - (4-3)에 따라 계산하였

다.

  


,                    (4-1)

   


,                         (4-2)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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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실험 환경

제 3 절과 제 4 절의 실험을 수행한 컴퓨터의 사양과 소프트웨어 라

이브러리 버전은 아래의 [표 2-1]에 나타내었다.

    

Device� /� Library Model� Name� /� Version

CPU Intel®� Core™� i5-7600� CPU� @� 3.50� GHz

RAM 16G

GPU NVIDIA� Geforce� GTX� 1070

OS Ubuntu� 16.04.4� LTS� (kernel=4.13.0-45-generic)

Python Python� 2.7.15� with� Anaconda� 4.5.4

Keras 2.1.5

Tensorflow 1.7.0

[표 2-3]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 장비의 모델명 및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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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사물 분류용 딥러닝 모델에 대한 적대적 공격 

및 방어

1.1 MNIST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실험 결과

MNIST 데이터세트로 훈련된 사물 분류용 딥러닝 모델에 적대적 공

격을 가했을 때와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 변화를 [표 3-1]

에 나타내었다. 각 행은 데이터세트에 가한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을 나

타내고, 각 열은 딥러닝 모델에 적용된 방어 알고리즘을 나타내며, 각 

요소는 모델이 올바르게 분류한 영상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낸다. 

Non-attack과 Non-defense는 각각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않은 원본 데

이터와 어떠한 방어 알고리즘도 적용되지 않은 딥러닝 모델을 의미한다. 

공격 알고리즘과 방어 알고리즘이 동시에 해당되는 요소의 경우, 딥러닝 

모델에 해당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해당 공격이 가해진 영상을 입

력 데이터로 사용했을 때의 분류 정확도가 된다. 예를 들어 DeepFool 행

의 경우,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에 DeepFool 공격 알고리

즘을 적용한 영상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 분류 정확도는 78.4%가 되고, 

Feature Squeezing, Label Smoothing, Adversarial Training 알고리즘이 각

각 적용된 모델에 DeepFool 공격을 가한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면 분

류 정확도는 각각 98.57%, 99.22%, 98.97%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실험에서 JSMA 공격에 대한 Adversarial Training 방어 알고리즘 적용은 

실험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8

MNIST Defense� Methods

Attack�

Methods

Algorithms Non-defense
Feature�

Squeezing

Label�

Smoothing

Adversarial�

Training

Non-attack 98.67% 98.48% 99.22% 98.94%

FGSM 70.55% 97.39% 89.65% 99.04%

DeepFool 78.40% 98.57% 99.22% 98.97%

NewtonFool 1.04% 98.29% 79.72% 98.74%

JSMA 2.12% 76.28% 70.08% -

[표 3-1] 기존 CNN 모델과 방어 기법이 적용된 모델에서 MNIST 데이터세트의 원본 영

상과 적대적 공격이 가해진 영상을 분류한 결과.

MNIST 데이터세트에 4가지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한 예

시 영상을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MNIST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실험 결과, CNN 모델이 원본 영상을 올바르게 분류할 확률은 98.67%로 

매우 높다. 이 모델에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들을 각각 적용한 영상을 입

력으로 사용한 결과, FGSM, DeepFool의 경우 분류 정확도가 대략 70∼

80%로 하락하고, 특히 NewtonFool, JSMA의 경우 1∼2% 내외로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나 [그림 3-1]을 보면 교란 신호가 부가된 영상이라도 여

전히 육안으로는 숫자를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NN 모델에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JSMA 공격을 제

외한 나머지 공격에 대해서는 Feature Squeezing 알고리즘이 어떠한 공

격도 하지 않았을 때의 정확도에 근접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Label Smoothing의 경우, 공격 알고리즘에 따라 다소 성능의 차이가 있

으나,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Adversarial Training 알고리즘은 

모든 공격(JSMA 제외)에 대해서 기존의 정확도조차 뛰어넘는 결과를 내

며 이 실험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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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NIST 데이터세트의 원본 영상과 여러 가지 적대

적 공격을 가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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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IFAR-10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실험 결과

CIFAR-10 데이터세트로 훈련된 사물 분류용 딥러닝 모델에 적대적 

공격을 가했을 때와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 변화를 이 연

구는에 나타내었다. 각 행과 열, 요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JSMA 공격에 

대한 Adversarial Training 방어 알고리즘을 제외한 이유 등은 MNIST 데

이터세트의 경우와 동일하다.

CIFAR-10 Defense� Methods

Attack�

Methods

Algorithms Non-defense
Feature�

Squeezing

Label�

Smoothing

Adversarial�

Training

Non-attack 73.36% 66.44% 68.30% 73.31%

FGSM 11.53% 22.59% 22.18% 62.82%

DeepFool 15.77% 63.91% 63.16% 68.96%

NewtonFool 13.23% 62.99% 58.93% 68.32%

JSMA 2.17% 57.21% 66.20% -

[표 3-2] 기존 CNN 모델과 방어 기법이 적용된 모델에서 CIFAR-10 데이터세트의 원본 

영상과 적대적 공격이 가해진 영상을 분류한 결과.

CIFAR-10 데이터세트에 4가지 적대적 공격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한 

예시 영상을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에서는 CIFAR-10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실험 결과 원 영상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73.36%인데, FGSM, DeepFool, NewtonFool 공격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10%를 겨우 넘는 정도로, JSMA의 경우 2% 수준으

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러나 [그림 3-2]를 보면 여전히 육안으로는 어

렵지 않게 고양이, 말 배, 새, 개구리, 자동차 등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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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Squeezing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FGSM 공격에 대한 

방어 효과는 크지 않으나 나머지 3가지 공격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사

용했을 때의 성능에 못 미치지만 비교적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나타

났다. Label Smoothing 알고리즘의 적용 결과도 Feature Squeezing을 적

용한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이 두 방어 알고리즘은 이미지의 구

조와 패턴이 비교적 단순한 MNIST 데이터세트에서의 원본 이미지에 대

한 성능 하락폭에 비해, CIFAR-10 데이터세트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대

한 분류 정확도가 5% 이상 하락하였다. 이와 달리 Adversarial Training 

기법은 MNIST 데이터세트에서와 마찬가지로 CIFAR-10 데이터세트에서

도 모든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골고루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원

본 이미지에 대한 성능 하락 폭 또한 1.5% 정도로 준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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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IFAR-10 데이터세트의 원본 영상과 여러 가지 적대적 공격을 가

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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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컴퓨터 보조진단용 딥러닝에서의 적대적 공격 

및 방어

[표 3-3]에 폐 결절 검출용으로 훈련된(방어 알고리즘 적용되지 않

은) NoduleX 딥러닝 모델,   를 적용한 FGSM 공격 영상으로 

Adversarial Training 방어 기법을 적용한 모델, 3가지 값 50.5, 150.5, 

250.5를 각각 적용한 FGSM 공격 영상 모두를 이용해 동일한 방어 기법

을 적용한 모델에서,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않은 원본 영상,   를 

적용한 FGSM 공격 영상,   를 적용한 영상, 그리고   를 적

용한 영상을 분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rue Positive(TP)가 실제 양성

인(폐 결절이 존재하는) 경우를 양성으로 올바르게 진단한 수, False 

Positive(FP)가 실제 음성인(폐 결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양성으로 

잘못 진단한 수, False Negative(FN)가 실제 양성인 경우를 음성으로 잘

못 진단한 수, True Negative(TN)가 실제 음성인 경우를 음성으로 올바

르게 진단한 수, Ground Truth+(GT+)는 실제 양성, Ground Truth-(GT-)

는 실제 음성인 경우를 의미한다. [표 3-4]는 [표 3-3]의 결과를 앞서 제

시한 성능 평가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4]의 기존 모델(Original Model)에서 FGSM 공격을 가한 영상에 

대한 분류 성능을 보면 원 영상(Original Images)보다 공격을 가한 영상

에서 AUROC, 정확도, 민감도가 낮아지고, 특히 값이 커질수록 3가지 

성능 지표가 대부분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특이도는 값

이 커질수록 다른 성능 지표와 반대로 더 높아지는데, [표 3-3]의 기존 

모델에서 FN과 TN 개수를 보면 값이 커질수록 원래 양성이든 음성이

든 진단 결과를 음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져 특이도가 높아지게 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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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맥락으로 정확도가   에서 다소 높아지는 이유도 줄어드

는 TP보다 늘어나는 TN이 많기 때문이며, 결코 성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Model Dataset TP FN GT+ FP TN GT- Total

Original

Model

Original� Images 197 15

212

96 116

212 424
Attacked� Images�   188 24 96 116

Attacked� Images�   178 34 88 124

Attacked� Images�   165 47 62 150

Defended

Model� with

 

Original� Images 164 48

212

19 193

212 424
Attacked� Images�   151 61 18 194

Attacked� Images�   145 67 14 198

Attacked� Images�   139 73 11 201

Defended

Model� with

various� 

Original� Images 178 34

212

19 193

212 424
Attacked� Images�   165 47 19 193

Attacked� Images�   161 51 14 198

Attacked� Images�   145 67 10 202

[표 3-3] 기존 모델과 방어 기법(Adversarial Training)이 적용된 모델에서 LIDC-IDRI

데이터세트의 원본 영상과 3가지 값으로 적대적 공격(FGSM)이 가해진 영상을 분류한

결과(GT는 Ground Truth).

[그림 3-3]과 [그림 3-4]는 [표 3-4]의 기존 모델 성능을 한 눈에 비

교하기 쉽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폐 결절 탐지 공격이 가해진 영

상에서는  값이 커질수록 특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가 모두 하락하

는데 특히 민감도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민감도의 하락은 폐 

결절을 간과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진단 성능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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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ataset AUROC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Original

Model

Original� Images 0.912 0.738 0.929 0.547

Attacked� Images�   0.885 0.717 0.887 0.547

Attacked� Images�   0.854 0.712 0.840 0.585

Attacked� Images�   0.848 0.743 0.778 0.708

Defended

Model� with

=150.5

Original� Images 0.916 0.842 0.774 0.910

Attacked� Images�   0.896 0.814 0.712 0.915

Attacked� Images�   0.899 0.809 0.684 0.934

Attacked� Images�   0.893 0.802 0.656 0.948

Defended

Model� with

various� 

Original� Images 0.931 0.875 0.840 0.910

Attacked� Images�   0.896 0.844 0.778 0.910

Attacked� Images�   0.894 0.847 0.759 0.934

Attacked� Images�   0.882 0.818 0.684 0.953

[표 3-4] 기존 모델과 방어 기법이 적용된 모델에서 LIDC-IDRI 데이터세트의 원본 영상

과 3가지 값으로 적대적 공격이 가해진 영상을 분류한 결과에 따른 4가지 성능 지표.

[그림 3-3] 기존 모델에서 원 영상과   ,   ,   의 값으로 각각 FGSM

공격이 가해진 영상에 대한 분류 성능을 AUROC와 정확도로 나타내어 비교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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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기존 모델에서 원 영상과   ,   ,   의 값으로 각각 FGSM

공격이 가해진 영상에 대한 분류 성능을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타내어 비교한 그래프.

원 영상에서 폐 결절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지만,   를 적용한 

FGSM 공격을 가한 영상에서는 폐 결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단한 예

시를 [그림 3-5]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3-6]에서는 원 영상과 

  로 공격한 영상에서는 폐 결절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으나, 

  와   로 공격한 영상에서는 폐 결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시를 볼 수 있다. 영상의 잡음 수준(noise level)을 파악하기 위

해 [그림 3-6]의 4가지 영상의 대동맥 위에 있는 파란색 정사각형 모양

의 ROI(Region Of Interest)에서 측정한 표준편차를 [표 3-5]에 기입하였

다.

  로 공격한 영상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차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의 경우 약간의 잡음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의 경

우 잡음이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 3-5]와 [그림 3-6] 모

두에서 육안으로 폐 결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예시는 사람

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작은 변화에도 딥러닝 기반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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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림 3-5] 기존 모델에서 원 영상에서는 폐 결절이 성공적으로 검출되었

으나,   의 FGSM 공격이 가해진 영상에서는 폐 결절 검출에 실패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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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기존 모델에서 원 영상과   의 FGSM 공격이 가해진 영

상에서는 폐 결절이 성공적으로 검출되었으나,   와   의

FGSM 공격이 가해진 영상에서는 폐 결절 검출에 실패한 예시. 각 영상의

대동맥 위에 표시된 ROI(파란색 네모)들은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한 영역.

Original� Images
Attacked

Images�  

Attacked

Images�   

Attacked

Images�   

Standard

Deviation
22.256 58.814 144.622 252.199

[표 3-5] [그림 3-5]의 4가지 영상 위에 표시된 ROI에서 측정한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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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방어 모델 적용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목할 

점은 [표 3-3]의 Defended Model with    행이다. 이 모델은 

  로 FGSM 공격을 가한 영상들을 이용해 Adversarial Training 방

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이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TP

의 수가 줄어들고 FN의 수가 늘어 민감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 30∼40 가량 줄어든 TP의 수보다 70∼80 가량 줄어든 FP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질병의 진단에서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진단하

는 경우가 다소 늘어나지만, 음성을 양성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에 대

한 진단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4]의 기존 모델보다 

다소 낮아지는 민감도와, 반대로 급격히 높아지는 특이도에서 알 수 있

다. 기존 모델에서 폐 결절이 없는 원 영상을 정상 진단하였으나 

  의 FGSM 공격이 가해진 영상에서는 폐 결절이 있는 것으로 오진

단하였고,   만으로 방어한 모델에서는 다시 폐 결절이 없는 것으

로 정상 진단한 예시를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그림 3-7] 기존 모델에서 원 영상이 TN으로 정상 진단하였으나   

의 FGSM 공격이 가해진 영상에서 FP로 오진단하였으며,   만으로

방어한 모델에서는 다시 TN으로 정상 진단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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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값 50.5, 150.5, 250.5를 각각 적용한 FGSM 공격 영상 모두를 

이용해 Adversarial Training 방어 기법으로 강화된 모델에서의 결과를 

[표 3-3]의 Defended Model with various 에서 볼 수 있다.   만

으로 방어한 모델과 비교해보면 FP와 TN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FN이 줄어들었고 TP가 늘어났다. 이는 [표 3-4]에서 보면   로 방

어한 모델에 비해 특이도는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정확도와 민감도가 전

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모델에서 원 영상의 폐 결

절을 정상 진단하였으나   만으로 방어한 모델에서 폐 결절이 없

는 것으로 오진단하였고, 3가지 값 모두를 이용해 방어한 모델에서는 

다시 폐 결절을 정상적으로 검출한 예시를 [그림 3-8]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8] 기존 모델에서 원 영상이 TP로 정상 진단하였으나   만

으로 방어한 모델에서는 FN으로 오진단하였으며, 3가지 값 모두를 이용

해 방어한 모델에서는 다시 TP로 정상 진단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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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델과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2가지 모델 간의 원 영상에 대

한 분류 성능 비교 그래프를 [그림 3-9]와 [그림 3-10]에 나타내었다. 기

존 모델에서는 AUROC와 민감도가 높으나 특이도가 낮으므로 진단 결과

에 대한 위험성이 높지만,    방어 모델에서 민감도가 다소 낮아

지더라도 FP 역시 많이 줄어들면서 특이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FP에 대

해서는 안정적인 진단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가지 을 

모두 이용한 모델에서는    방어 모델의 장점이었던 특이도가 유

지되면서 단점이었던 민감도가 다시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초기 모델에 비해 민감도는 다소 낮지만, 그 외 AUROC, 정확도, 특이도 

모두 안정적인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3-9] 기존 모델과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두 모델간의 원 영상에 대한 분류 성능

을 AUROC와 정확도로 나타내어 비교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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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기존 모델과 방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두 모델간의 원 영상에 대한 분류 성

능을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타내어 비교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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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초보적인 사물 분류용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는 예비 

실험을 통해 최신 적대적 공격 및 방어 알고리즘들의 작동성을 평가하였

고, 컴퓨터 보조진단용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델에 적대적 공격을 가하고 

방어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적대적 공격을 가한 

실험 결과 평가 항목들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폐 결절 

검출의 민감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결과를 통해 딥러닝을 이용한 

컴퓨터 보조진단 시스템에서도 적대적 공격에 대한 위험성, 또는 공격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쉽게 내릴 수 있는 진단을 잘못 진단하

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어 기법을 적용한 실험

에서는 민감도가 다소 낮아지지만 특이도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 폐 결절의 진단 문제에 있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중

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성능이 하락했다는 점은 아

쉬우나, 특이도는 분명히 기존의 모델보다 안정적인 모델이 되었다. 일

을 통해 폐 결절 진단이 아닌, 특이도가 더 중요한 폐 결절의 악성도 예

측 등과 같은 다른 작업에서는 방어 기법이 딥러닝 모델을 더욱 견고하

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딥러닝 접근법은 일반적인 영상처리 분야를 넘어 의료영상처리에서

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딥러닝은 훈련데이터의 내용과 개수, 

그리고 훈련방식에 따라 그 반응 양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 상황에서

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고전적인 

영상처리 시스템의 경우 최신 딥러닝 기반 시스템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만, 수식을 완전히 알고 의도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연산이 이루어지므

로 시스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성능의 수준과 한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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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진단 보조 시스템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하는 과정을 비교적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었다. 반면 딥러닝의 경우 시스템의 반응 방식을 

스스로 형성해가게 되어 있으며, 보통 수백만, 수천만 개 이상의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동방식을 수식으로 기술하는 것 뿐 아니라, 성능의 

수준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딥러닝의 불확실성은 

임상에서 진단보조 시스템으로서 자리를 잡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특

히 사람이었다면 용이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증례에 대해 이

해하기 어려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알려진다면, 이러한 딥러닝에 대한 

신뢰는 급속도로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원본과 달라 보이지 않는 수준의 미약한 교란 신

호에 의해 딥러닝 성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적대적 공격 문제는 

딥러닝 기반 컴퓨터보조 시스템이 임상에 응용되기 이전에 면밀하게 검

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적대적 공격에 대한 딥러닝의 

취약성 문제는 아직까지 의료분야에서 크게 제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된다. 저자들의 아는 바

로는, 이 연구는 흉부 CT의 폐 결절 검출 문제에 있어서 딥러닝의 적대

적 공격 취약성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다. 의료영상을 이용한 대부분

의 딥러닝 연구가 딥러닝의 장점만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딥러닝이 

가진 취약성의 존재와 딥러닝을 견고하게 강화시킬 잠재적인 가능성, 그

리고 그 연구방법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연구 대상 딥러닝 모델이 

NoduleX 한 가지 뿐이었다. 최근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의 

적용 확대 추세에 따라, 흉부 CT에서의 폐 결절 검출이 컴퓨터보조 진

단의 응용으로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고, 폐 결절 검출은 딥러닝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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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첫 번째 관심 대상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되고 코드가 공

개된 NoduleX 딥러닝 모델을 대상으로 삼았다. NoduleX 딥러닝 모델의 

기능에는 폐 결절 검출 뿐 아니라, 폐 결절의 악성 분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폐 결절 검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 다른 한계로서 

적대적 공격 및 방어 알고리즘을 한 가지씩만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적

대적 공격 알고리즘과 방어 기법을 개발하거나 선정하는 데는 딥러닝의 

작동 원리와 취약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터인데, 저자들은 

아직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않아,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한 알고

리즘씩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아직 일반화하

기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더 많은 종류의 딥러닝에 대해 다양한 적대적 

공격의 취약성이 조사되고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실험은 사실상 원본 영상에 특정 패턴의 잡음을 추가하는 것으로

써, 본 실험을 통해 최근 CT 영상 관련 연구 분야의 트렌드를 이끌어가

고 있는 (초)저선량 CT에서 생기는 양자 잡음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잡음 패턴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 유사 연구로써 실험 방법이나 측정 방법 등을 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딥러닝 모델이 적대적 공격으로부

터 견고하도록 강화시키기 위한 방어 알고리즘 역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딥러닝을 이용한 컴퓨터 보조진단 시스템도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 견고해지도록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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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ulnerability of Deep Learning in 

Computer-Aided Detection and 

Diagnosis

- Adversarial Attacks and Defenses Against Lung 

Nodule Detection Model -

Jaewon Lee

Program in Biomedical Radiation Scienc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developments of deep learning technique has been remarkable 

as compared with the classical image processing algorithm, and 

attracting attention as a future technology of Computer-Aided Detection 

and Diagnosis(CAD). However, there still exist concerns about inherent 

uncertainty of the behavior of deep learning models, which needs to be 

thoroughly investigated before clinical translation. Adversarial attack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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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eful technique for testing deep learning models by exposing them 

to a set of intentionally perturbed examples and evaluating the 

performance degrad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ulnerability and 

robustness of deep learning models for basic object classification and 

CT nodule detection tasks using adversarial attack and defense 

algorithms.

The vulnerability and the robustness of the three deep learning 

models each trained with MNIST, CIFAR-10, LIDC-IDRI dataset were 

evaluated in this study. Four latest adversarial attack algorithms were 

employed to generate adversarial examples for perturbing the first two 

deep learning models and three defense techniques were employed to 

robust the models. After that, an appropriate attack algorithm and 

defense technique were selected for use in the test of the deep 

learning model for CT lung nodule detection.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MNIST-trained deep learning model 

degraded from 0.98 before attack to 0.70, 0.78, 0.01, and 0.02 after 

attack by four different algorithms. As a result of applying three 

different defense techniques, most of them recovered to 0.98~0.99, 

some 0.70~0.80. CIFAR-10-trained model also degraded from 0.73 before 

attack to 0.11, 0.16, 0.13, 0.02 after attacks, and recovered to about 

0.60 after applying defense techniques.

The performance of the CT lung nodule detection model showed 

gradual degrad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ing degree of perturbation: 

AUROC was 0.912 before attack, and decreased to 0.885, 0.854, 0.848 

after attack; sensitivity was 0.929 before attack, and decrea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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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7, 0.840, 0.778 after attack. The model applying defense technique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t AUROC was increased to 0.931 before 

attack, and 0.896, 0.894, 0.882 after attack. Although, sensitivity of the 

model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original model, it showed the 

potential to improve performance by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specificity.

Deep learning model showed various levels of performance 

degradation for various attacks indicating that is vulnerable to 

adversarial attack examples with small perturbation signals. Also, there 

is potential to robust deep learning model through defense techniq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verify deep learning model for CAD 

systems in terms of adversarial attacks with perturbation signals.

Keywords   : Deep Learning, Computer-Aided Diagnosis, Risk, 

Vulnerability, Adversarial Attack, Robustness

Student Number : 2016-2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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