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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악의적으로 AI 모델의 분류 결과를 바꾸기 위해 

데이터를 변조하는 adversarial example 공격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 XAI-W는 AI 모델의 출력 결과의 입력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해석할 수 있는 model explanation 기술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 중 AI 모델의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에 더 

많은 노이즈를 준다. 제안된 방법은 공격자가 목표 AI 모델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white-box 환경과 출력 결과만을 알 수 있는 

black-box 환경에서 모두 평가된다. White-box 환경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대상 AI 모델을 공격하여 공격 성능을 평가한다. 

White-box 환경보다 정보가 제한된 black-box 환경에서는 model 

extraction 공격을 사용하여 목표 AI 모델에 대한 복제 AI 모델을 

생성한다. 공격자는 생성된 복제 AI 모델에 대해 white-box 접근이 

가능함으로 복제 AI 모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한다. 이 때, 제안된 방법은 최종적으로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통해 대상 AI 모델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하고 그 성능을 전이성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대표적인 이미지 분야의 데이터셋 3가지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방법은 white-box 환경에서 

99.9%~100%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black-box 환경에서는 

목표 AI 모델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는 기존 adversarial example 생성 

방법인 PGD (Projected Gradient Descent)보다 최소 5% 최대 9.7% 

높은 성능을 보였다. 제안된 방법은 AI 모델의 해석의 도구로 사용되는 

model explanation을 공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adversarial example 공격, model extraction 공격, X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학   번 : 20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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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 사람과 유사하거나 사람을 뛰어넘는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의 연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성능의 AI 기술은 

이미지, 음성, 문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체 탐지, 음성 인식, 기계 

번역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스피커,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에 탑재되거나 MLaaS(Machine Learning as a Service) [1] [2] 

[3]의 API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은 큰 발전과 동시에 

그에 대한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다. AI 기술에 대한 위협은 AI 기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공격과 AI 기술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번째, AI 기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공격은 

AI 기술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train data), 처리 

데이터 (input/output data), AI 모델에 대한 정보 (knowledge, model 

information)를 탈취하는 공격을 말한다. AI 기술이 서비스화 될 

때까지의 큰 과정은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 하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하고,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고성능 AI 모델을 학습 

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AI 기술에는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녹아 들게 된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공격자들은 서비스되는 AI 

기술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model inversion 공격 [4] [5] 

[6] [7] [8], 특정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인지 여부를 알아내는 

membership inference 공격 [9]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학습된 AI 모델 자체를 API와 같이 AI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활용하여 AI 모델의 기능을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 

추출해내는 model extraction 공격이 [10] [11] [12] [13] [14] [15] 

수행될 수 있다. AI 기술을 제품화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공격자가 개발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AI 기술의 

기능을 추출해간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 AI 기술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격은 공격이 수행되는 시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data poisoning 공격은 [16]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악성 데이터를 섞어 AI 모델의 정상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공격이다. 학습 데이터에 의존적인 AI 기술의 특성 상, 

AI 기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이다. Adversarial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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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은 [17] [18] 학습이 끝난 AI 모델에 대하여, 공격 전과 후에 AI 

모델이 다른 분류 결과를 내도록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공격이다. 이 때, 데이터는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변형되기 때문에, AI 기술의 상용화에 있어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들은 초반에는 AI 기술에 대한 많은 

사전지식을 필요로 하는 white-box 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AI 

기술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black-box 가정에서도 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다양한 위협에 대해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리로 공격이 발생하고 유도되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AI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정확한 논리로 결과 값이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AI 모델 결과의 이유를 해석하는 model 

explanation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 [20] [21] [22] AI 

모델의 가중치, 각 층의 출력, 최종 출력 등을 활용하여 입력된 

데이터가 출력 결과로 나올 때까지의 AI 모델의 작동 원리를 알아내는 

model explanation은 AI 모델에 대한 White-box 접근 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 AI 기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자 입장에서는 AI 

모델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model 

explanation을 활용하여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공격자가 

model explanation을 얻게 된다면 더욱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model explanation을 활용하여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데이터 전체에 같은 

가중치로 노이즈를 줌으로써 데이터를 변형하여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었던 기존 방법 [17] [18]과 달리, 데이터에서 AI 모델의 출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더 강한 노이즈를 주어 효과적인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한다. 이 때, AI 모델의 출력에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강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model explanation 

[22]기법을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은 대상 AI 모델 (target AI 

model)에 대하여 두 가지 접근 상황 (white-box, black-box)에서 

평가된다. 첫번째, 대상 AI 모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white-box 접근 상황에서는 대상 AI 모델에 대하여 직접 model 

explanation을 얻어 제안된 방법으로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하여 공격 성능을 평가한다. 두번째, 대상 AI 모델에 대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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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만 얻을 수 있는 black-box 접근 상황에서는 대상 AI 모델에 대한 

간접적인 model explanation을 얻기 위하여, model extraction 공격을 

사용하여 복제 AI 모델 (replica model, surrogate model)을 생성한다. 

생성된 복제 AI 모델에 대한 white-box 접근으로 model 

explanation을 얻어 제안된 방법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고,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대상 AI 모델에 보내어 간접적인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하여 전이성 (transferability)을 

평가한다. 제안된 방법은 두가지 접근 상황에 대하여 모두 대표적인 

이미지 처리 AI 모델 ResNet50 [23] 구조의 Indoor67 [24], 

Caltech256 [25], Cubs200 [26]로 각각 학습된 대상 AI 모델에 대하여 

기존 공격 방법보다 높은 공격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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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지식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두가지 공격인 model 

extraction 공격과 adversarial example 공격 그리고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Model explanation에 대해 설명한

다.  

 

제 1 절 Model extraction 공격   
 

최근 AI 기술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 첫번째로, 

API를 통해 AI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MLaaS 형태가 있다. 

MLaaS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내면 클라우드에 위치한 AI 

기술이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을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는 AWS의 Amazon SageMaker [1], 

마이크로 소프트의 Azure ML [3], IBM의 Watson Studio [29], 

Google의 Vertex AI [2]가 있다. 국내의 Naver는 17개에 해당하는 

API 기능을 제공하며, KT에서는 3개, NHN은 1개의 ML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MLaaS는 사용자 입장에서 거대한 서버, 

저장공간, 학습 데이터, 학습 소요 시간과 같은 자원을 소모할 필요 

없이 고성능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두번째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와 같은 디바이스에 학습한 AI 모델을 

담아 디바이스를 통해 AI 기술을 서비스하는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마트 스피커,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이 막대한 자원을 들여 개발한 AI 기술을 비교적 적은 자원을 통해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 복제 AI 모델을 탈취하는 Model extraction 

공격이 등장하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MLaaS 및 디바이스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고 출력값을 얻어낼 수 있는 

환경에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Model extraction 공격은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Model extraction 공격의 시초가 되는 Tramer [10] 는 목표 AI 

모델의 구조 및 구성요소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입력 데이터를 

미세하게 조정해가며 변하는 출력 값의 변화를 분석하여 목표 AI 

모델을 탈취하는 공격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목표 AI 

모델의 구조와 같은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공격 방법이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Papernot [11]은 목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의 도메인에 대한 



 

 5

정보를 가지고 같은 도메인의 데이터를 변형하여 데이터를 보내고 

출력값을 받아 pseudo-label로 사용하여 복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Active learning 방법을 통해 공격을 수행하였다. 이 때, 공격자는 입력 

데이터가 최대한 목표 AI 모델의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 

근처에 위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Jacobian-based dataset 

augmentation 기법을 활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변형 및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목표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의 

도메인을 아는 것 또한 현실에서는 알기 어려운 사전 정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후에는 목표 AI 모델에 대해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이 Black-box 

접근 환경에서 Model extraction을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전 

정보가 없는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적은 양의 노력 (Budget)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공격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발전되었다.  

Knockoffnets [12]는 목표 AI 모델의 구조, 학습 데이터의 도메인 

등을 모르는 공격자가 효과적으로 Model extraction을 수행하는 공격 

방법을 제안하였다. ImageNet2012와 같은 목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보내고 얻은 출력값을 통해 복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 효과적인 Model extraction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목표 AI 모델에게 보낼지를 선택하는 2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번째 랜덤 전략은 무작위로 데이터를 선정하여 보내는 

전략이고, 두번째 Adaptive 전략은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하여 보상 함수를 목표 AI 모델의 확신 정도 

(Certainty)와 목표 AI 모델의 출력의 다양성 (Diversity)로 설정하여 

에이전트가 최대한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여 목표 AI 

모델에 보내어 복제 AI 모델을 학습하였다.  

ActiveThief [13] 또한 목표 AI 모델의 학습데이터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Model extraction 공격을 수행하였다. 

ActiveThief는 효율적인 공격을 위하여 전체 공격 데이터를 부분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목표 AI 모델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출력값을 받아 

복제 AI 모델을 조금씩 학습해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복제 

AI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점차 목표 AI 모델과 비슷해져가게 

되는데, 이 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담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복제 AI 

모델의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총 5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첫번째는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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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선택하여 보내는 랜덤 전략이다. 두번째는 불확실성 

(Uncertainty) 전략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복제 AI 모델 출력 값의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엔트로피가 높은 데이터를 선정하여 보내는 것이다. 

세번째 K-center 전략은 복제 AI 모델로부터 다양한 pseudo-label을 

얻기 위해 이전에 보냈던 데이터와 멀리 떨어진 출력값을 갖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다. 네번째 DFAL (Deep-Fool based Active Learning) 

전략은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는 방법중 하나인 DeepFool 

(Ref)를 사용하여, 가장 적은 변형에 출력값이 변하는 데이터를 

찾아내어 결정 경계 근처에 위치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섯번째 

전략은 K-center 전략과 DFAL 전략을 합친 전략으로 결정 경계 

근처에 위치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최대한 다양한 

class의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공격자가 목표 AI 모델의 도메인과 유사한 데이터 

생성하여 보내어 복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Blackbox Ripper [14] 는 학습이 끝난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높은 확실성을 갖는 출력값을 보낸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실제 

목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도메인을 모르더라도,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활용하여 목표 AI 모델이 높은 확률 값을 

보내도록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점차 해당 학습 데이터 도메인과 

유사하게 변형해나가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Model extraction 공격 

방법론들이 목표 AI 모델의 결정경계 근처에 위치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낮은 확률 값을 갖는 데이터를 선택했던 것과 달리 학습 데이터 

관점에서 높은 확률을 갖는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DFME [15] 는 GAN 모델을 활용하여 임의의 벡터로부터 목표 AI 

모델과 복제 AI 모델 간의 출력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공격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때, 생성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목표 AI 모델에 대한 경사값 (Gradient)이 필요한데, Black-

box 접근 환경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로, 이를 gradient estimation 

기법을 활용하여 근사화하였다.  

Model extraction 공격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격 

성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 AI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어, AI 모델 자체의 지적 재산권이 정립된다면 AI 

모델을 보호하고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기위해 더욱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AI 모델에 대하여 출력 값만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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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black-box 상황에서, 제안된 공격 방법에 필요한 AI 모델의 

model explanation을 얻기 위하여 model extraction 공격을 수행한다.  

 
 

제 2 절 Adversarial example 공격  
 

Adversarial example 공격 (적대적 공격)은 공격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 분류되었던 데이터가 오 분류되도록 데이터를 변조하는 

공격이다.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단어는 [30] 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AI 모델이 여러 개의 레이어와 각 

레이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불 

연속적인 입력과 출력 간의 매핑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작은 변조로도 

AI 모델의 출력 값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기 논문이 adversarial example 공격의 성공 이유를 비선형성과 

과적합으로 설명했다면, 이후 논문 [17] 에서는 AI 모델의 연산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의 변조가 가중치를 거치면서 출력 값에 큰 영향을 

주어 결정경계를 넘어가게 되고, AI 모델의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17] 는 한 번의 계산만으로 빠르게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기 위해 노이즈를 구하는 방법인 FGSM 

(Fast Gradient Sign Method)를 제안하였다. 앞서 설명했듯, AI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경사 하강법을 통하여 AI 모델의 출력 값과 정답 값의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AI 모델의 

출력에 끼친 영향 정도를 손실 값에 대한 경사 값을 미분을 통해 각 

가중치에 대해 구하고, 구한 값을 hyper-parameter인 learning 

rate만큼 현재 가중치에서 뺀다. 이러한 과정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여 손실 값이 작아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해간다. FGSM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손실에 대한 경사 값을 노이즈로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가중치 값을 조정할 때 적용되는 경사 값의 부호(sign)을 

반대방향으로 주어 손실이 커지는 방향의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한다. 

계산 수식은 아래 (1)과 같다. 이 때,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어렵도록 

노이즈 값에 경계를 지정하였다. 그 결과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노이즈이지만 AI 모델의 출력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높은 adversarial example 공격 성능을 보였다.  

               𝑥 = 𝑥 + 𝜖𝑠𝑖𝑔𝑛(∇ 𝐿(𝜃, 𝑥, 𝑦))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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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에서는 FGSM을 한 번이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adversarial example 공격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 단계마다 손실 값에 

대한 경사 값을 구하고 AI 모델 학습 시에 사용되는 learning rate과 

같이 특정 값을 곱해 특정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수행함으로써, 

FGSM보다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할 수 있다.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는 수식은 아래(2)와 같다. 

            𝑥 = Π (𝑥 + 𝛼𝑠𝑖𝑔𝑛 ∇ 𝐿(𝜃, 𝑥, 𝑦) )        (2) 

초기에는 adversarial example 공격이 이미지 데이터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데이터에 adversarial 

example 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31]은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데이터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여 

악성 PDF 파일 탐지 AI 모델을 우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할 때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으면서, AI 모델의 오 분류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면, PDF 데이터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 생성할 때 

달성해야 하는 목적은 PDF 데이터 형태를 유지하면서 악성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악성 PDF 파일 탐지 AI 모델의 오 분류를 유발하는 

것이다. PDF 데이터는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트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데이터를 변조하면 PDF 데이터 형태가 파괴될 수 

있어 변조에 있어 이미지 데이터보다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악성 PDF 파일을 변조하여 악성 PDF 파일 탐지 AI 

모델이 정상 PDF 파일로 분류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PDF 

파일이 변조되더라도 기존의 악성 행위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은 genetic programming 

방법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한다. 첫번째로, 악성 PDF 파일을 파싱하여 변조를 준다. 

파싱된 악성 PDF 파일은 /Root를 시작으로 /Type, /Pages와 같은 

각각의 노드를 가진 트리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트리 형태에 

노드를 삭제하는 삭제 연산, 정상 PDF 파일의 노드를 추가하는 삽입 

연산, 기존 노드를 정상 PDF파일의 노드로 바꾸는 대체 연산, 총 3가지 

연산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여러 개의 변조된 악성 PDF 파일을 

생성한다. 두번째로, 생성된 변조 PDF 파일을 목표 AI 모델에 넣어 

분류 결과를 확인하고, 변조 PDF 파일의 악성행위가 유지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Cuckoo sandbox를 오라클로 사용한다. 목표 AI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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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결과를 점수로 변환하여 각 변조 PDF 파일의 점수를 

확인한다. 이 때, 오라클을 통해 악성행위가 사라졌음이 확인되면, 해당 

변조 PDF 파일에 대해서는 최하점을 부여한다. 세번째로, 높은 점수를 

갖는 변조 PDF 파일들을 선택하여 다시 첫번째 단계부터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기 전 또는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한다. 제안된 방법은 

대표적인 악성 PDF파일 탐지 AI 모델에 대하여 높은 adversarial 

example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 [32]는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활용하여 악성 PDF 파일을 탐지 AI 모델을 우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악성 PDF 파일을 트리형태로 파싱하여 특징 벡터로 

변환하여 GAN의 generator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Generator는 

discriminator가 변조되기 전의 특징 벡터와 분류를 변조된 특징 벡터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적게 입력된 특징 벡터를 변조하고, 

목표 AI 모델의 출력 값이 최대한 많이 변하도록 학습된다. 제안된 

방법은 생성 모델을 활용하여 [31]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는 장점을 갖는다.  

이렇듯 adversarial example 공격은 다양한 데이터와 악성 파일 

탐지와 같이 우회가 된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성공 

가능함이 보여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AI 모델에 적용되는 공격을 

연구하는 이유는 AI 모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해당 공격이 발생되는 

원리를 알고 방어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adversarial 

training이다. Adversarial training은 AI 모델에 adversarial example을 

직접 생성하고,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정 분류할 수 있도록 

다시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데이터 생성과 추가적인 학습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만, 재학습을 통한 AI 

모델의 정규화로 adversarial training 후 adversarial example 공격에 

대한 방어력은 매우 높아진다. [18]에서는 효과적인 adversarial 

training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실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AI 모델이 

더 많은 결정경계를 가질 수 있을수록, 즉, capacity가 높을수록 

adversarial example을 재 학습할 때, 더 세밀한 결정경계를 그릴 수 

있고 이를 통해 adversarial example에 더 높은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강력한 공격을 가정하고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해야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dversarial example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상의 원인과 효과적인 방어 방법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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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adversarial example 공격 방법 [17] [18]에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더 효과적인 노이즈를 줄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 공격 방법을 제안한다.  

 
 

제 3 절 Model explanation   
 

AI 모델은 현재 사람과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한 AI 모델의 출력 결과가 어떠한 논리로 출력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AI 모델의 논리 흐름을 파악하는 설명 가능한 AI 모델 (Explainable AI) 

또는 시각적 설명력 (Visual explanation)이라고 불리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AI 모델의 설명력에 대한 

표현은 interpretability, explanation, XAI 등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AI 모델의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을 알아낸다는 의미에서 model 

explanation이라 총칭한다. Model explanation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로, AI 모델의 출력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얻은 패턴의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학습 

데이터에 의존적이며 확률적이다. 이러한 AI 모델의 출력 결과를 

완전하게 믿고 어떠한 결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큰 위험 요소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AI 모델의 출력 결과와 함께 출력에 대한 model 

explanation을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결정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 AI 모델이 잘못된 출력 결과를 보였을 때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두번째로, model explanation을 통해 AI 모델의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AI 모델의 논리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된 AI 모델에 대한 위협들에 대해서도 공격이 성공하는 

원리를 파악할 있게 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어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Model explanation에 대한 연구는 AI의 한 분야로써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Model explanation 방법론은 다양한 세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 데이터에 대한 explanation을 도출하는 local model 

explanation, 모델 전체에 대한 explanation을 도출하는 global model 

explanation. 설명하려는 AI 모델에 대해 가중치, 경사 값 등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white-box model explanation, 출력 값 이외의 

아무런 정보도 활용하지 않는 black-box model explanation. 특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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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구조에 대해서만 활용이 가능한 model-specific model 

explanation, 어떠한 구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model-agnostic 

model explanation이 있다. 또한 크게는 perturbation 기반, influence 

function 기반, saliency map 기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이 속하는 saliency map 기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Saliency map이란 사람이 물체를 인지하는 방식을 전산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주요 물체와 아닌 것을 분리하여 표현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AI 모델의 출력과 정답 간의 손실을 

backpropagation하게 되면, 각 가중치가 손실에 끼친 영향을 기울기로 

평가한다. 즉, 기울기가 클수록 출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Simple gradient [19]는 기울기 값을 통해 

입력 데이터에서 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을 알아내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추가적인 연산이나 

모듈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울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Smooth grad 

[20]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를 주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전체 기울기의 평균 값을 

사용하여 model explanation을 구하는 smooth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Simple gradient 보다 적은 노이즈로 더 효과적인 model explanation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 데이터에 대한 explanation을 얻기 위해 여러 

번의 기울기 계산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Integrated 

gradient [33]는 model explanation의 성질을 sensitivity와 

implementation invariance로 설명한다. Sensitivity는 한 픽셀만 다른 

두 이미지에 대하여 AI 모델이 다른 출력을 도출하면 그 픽셀이 AI 

모델의 출력에 영향을 끼친 것이면서 설명력에 있어 0이 아닌 영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Implementation invariance는 다른 구조를 가진 

두 AI 모델이 같은 입력에 대하여 같은 출력을 도출하면 그 설명력 

또한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Integrated gradient는 이 두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model explanation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검은색 

이미지 또는 임의의 값으로 채워진 이미지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입력 

데이터에 가깝게 변화시키면서 얻은 기울기를 누적하여 평균 값을 취해 

model explanation을 구한다.  

Activation map은 CNN 모델에서 convolution layer의 출력을 

의미한다. CAM [21] 는 입력 데이터를 특정 class로 분류할 때 

생성되는 activation map들을 활용하여 model explanation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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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하였다. CAM은 마지막 convolution layer에 연결된 fully 

connected layer를 GAP (Global Average Pooling) 모듈로 대체하여 

convolution layer와 특정 class간의 가중 값을 구한다. GAP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activation map의 각 채널마다의 평균을 구하여 

반환한다. GAP을 통해 구한 가중 값은 각 activation map과 곱해지고 

가중된 activation map을 모두 더한 후 평균을 내어 

upsampling함으로써 입력 데이터에 대한 model explanation을 구한다. 

아래 수식 (3)은 클래스 C에 대한 CAM의 픽셀 값을 구하는 수식으로 

k 는 activation map의 채널 개수, 𝑓 는 activation map에서 k 번째 

채널에 해당하는 이미지, 𝑤  는 k번째 activation map에서 클래스 C에 

해당하는 GAP를 통해 구해진 가중 값이다.  

                 𝐿 (i, j) = ∑ 𝑤 𝑓 (𝑖, 𝑗)                (3) 

CAM이 마지막 convolution layer의 activation map을 활용하는 이유는 

CNN 자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CNN은 여러 개의 convolution 

layer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는데, 입력 데이터와 가까운 앞 단에 위치한 

convolution layer일수록 선, 도형과 같은 구성적인 정보를 학습하고 

출력과 가까운 뒷 단에 위치한 convolution layer일수록 물체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다. 물체 정보를 학습한 마지막 convolution layer의 

activation map을 활용함으로써 입력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이 출력에 

주요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CA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AP 모듈을 사용해야 하고, 추가된 GAP 모듈의 학습을 위해 

fine-tuning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Grad-CAM (Gradient-

weighted Class Activation Map) [22]는 CAM의 GAP 모듈을 AI 

모델의 gradient를 활용하는 것을 대체하였다. 

          𝐿 (i, j) = 𝑅𝑒𝐿𝑈(∑ 𝑎 𝑓 (𝑖, 𝑗))           (4)  

                𝑎 (i, j) = ∑ ∑
( , )

                  (5) 

 CAM에서 activation map의 가중 값 𝑤 을 GAP 모듈을 통해 

구했다면, Grad-CAM에서는 기울기의 평균 값 𝑎 을 가중 값으로 

사용한다. 수식 (4)(5)와 같이 가중 값은 activation map의 각 픽셀이 

AI 모델의 출력 값 중 클래스 C에 해당하는 𝑆 값에 끼친 영향 정도, 즉 

기울기 값을 통해 계산된다. 또한, 구한 가중 값을 activation map에 

곱하여 가중된 activation map 얻는 것 까지는 CAM과 동일하지만 

이후에 ReLU(Rectified Linear Units)를 적용하여 가중된 activation 

map에서 양의 값을 갖는 부분만 model explanation으로 활용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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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마지막 convolution layer의 activation map을 통해 Grad-

CAM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대상 모델의 model explanation을 

얻어 adversarial example 생성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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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방법  
 

제 1 절 디자인 및 설계    
본 논문에서는 model explanation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는 XAI-W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손실에 대한 AI 모델의 기울기 값을 노이즈로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는 기존 방법 [17] [18]에 기반하여 model explanation을 통해 

데이터에서 AI 모델의 출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더 강한 

노이즈를 주어 기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한다. 제안된 adversarial example 공격 방법은 그림 1의 알고리즘 

1과 그림 2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 1. 알고리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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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hite-box 환경에서 제안된 공격 방법의 수행 흐름도 

 

본 논문에서 실험된 adversarial example 공격 방법은 3가지로 

FGSM [17], PGD [18], 제안된 XAI-W이다. 모든 공격 방법은 손실에 

대한 대상 모델의 기울기 값을 통해 노이즈를 구하여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는 것에 기반한다. 그 중 FGSM은 기울기 값을 한번 

계산하고, PGD와 XAI-W는 정해진 반복 횟수만큼 구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PGD와 제안된 XAI-W 방법의 차이는 알고리즘 1의 라인 

6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제안된 XAI-W 방법은 

adversarial example 생성 시에 어느 부분에 더욱 강한 노이즈를 줄 

것인지를 model explanation을 통해 얻어내는 방법이다. 제안된 방법은 

데이터에 대한 AI 모델의 model explanation을 얻는다 (라인6). 얻은 

explanation을 통해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AI 모델의 출력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인덱스를 정렬한다 (라인7). 

정렬된 인덱스들에 대하여 정해진 W 비율만큼의 인덱스를 강조할 

노이즈의 인덱스로 사용한다 (라인 9). 추가적으로 원본 데이터에 

대하여 강조할 노이즈 인덱스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의 부분을 데이터 

전체의 평균 값으로 대체한다 (라인10-13). 그 이유는, adversarial 

example 생성을 위한 기울기 값을 구할 때, AI 모델의 출력 결과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변형된 

데이터에 대하여 기울기 값을 구한다 (라인15-16). 최종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에 더해지는 노이즈 값은, 변형되지 않은 데이터 

(𝑥 )로부터 구한 기울기에서, 강조할 부분은 변형된 데이터 (𝑥 )로부터 

구한 기울기에 가중 값(𝛾)가 곱해진 값이다. (라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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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은 대상 AI 모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따른 white-

box 접근, black-box 접근, 두가지 상황에서 평가된다. 접근 환경에 

따른 전체 공격 흐름은 그림 3의 알고리즘 2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 3. 알고리즘 2 

 

대상 AI 모델에 대하여 직접적인 model explanation을 얻을 수 있는 

white-box 접근 환경의 경우 제안된 XAI-W 방법을 대상 AI 모델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할 수 있다 (라인 3-

4).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격 대상에 대해 공격자가 white-box 접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보다 현실적인 공격 환경인 

대상 AI 모델에 대하여 출력 값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는 black-

box 접근 환경에서의 제안된 공격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이 때, 

제안된 XAI-W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에 대한 기울기 값을 

통해 계산되는 model explanation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model 

extraction 공격을 통하여 복제 AI 모델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다 (라인 7). 즉, white-box 환경에서의 공격자와 달리, black-box 

환경에서의 공격자는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첫번째 단계로 

공격자는 정해진 쿼리 데이터와 쿼리 양에 따라 해당하는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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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방법을 사용하여 model extraction 공격을 수행하여 복제 

AI 모델을 생성한다. 두번째로, 생성된 복제 AI 모델에 대하여 해당하는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하여 white-box 환경에서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한다. 세번째로, 복제 AI 모델을 대상으로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목표 AI 모델로 보내어 목표 AI 모델의 

오 분류 정도를 계산하여 궁극적으로 black-box 환경에서 목표 AI 

모델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한다. Model extraction 

공격은 그림 5의 알고리즘 3을 통해 설명된다. 본 논문에서는 model 

extraction 공격으로 KnockoffNets [12]와 ActiveThief [13]를 

사용하였기에 두가지 공격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KnockoffNets은 정해진 쿼리 양에서 목표 AI 모델에 

쿼리를 보내고 출력 값을 받아 해당 쿼리와 출력 값에 대해 복제 AI 

모델을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ActiveThief는 정해진 쿼리 

양에서 정해진 subset (sub)양 만큼의 쿼리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골라내어 복제 AI 모델을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쿼리를 골라낼 때, 

복제 AI 모델의 출력 값에 기반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쿼리 데이터를 

고르는 불확실성 전략 (uncertainty strategy)을 사용하였다. Black-

box 환경에서의 제안된 공격 방법의 흐름은 그림 4를 통해 설명된다. 

 

 

그림 4. Black-box 환경에서 제안된 공격 방법의 수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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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알고리즘 3  

 

제안된 방법은 AI 모델에 대한 model explanation을 활용하여 AI 

모델의 출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 더 강한 노이즈를 주어 

효과적인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할 수 있으며, white-box와 

black-box 상황에서 모두 충분히 공격 가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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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제 1 절 실험 설계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총 5개로, 목표 AI 모델 학습과 

adversarial example 공격 (AE 공격)을 위한 3개의 데이터와 model 

extraction 공격 (ME 공격)을 위한 2개의 데이터로 표 1에 설명되어 

있다. Indoor67 [24] 데이터는 부엌, 침실과 같은 실내 이미지들로 

구성된 데이터로 67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다. Caltech256 [25] 

데이터는 해바라기, 총과 같은 256가지의 물체에 대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데이터이다. Cubs200 [26] 데이터는 200종류의 새에 대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데이터이다. Indoor67, Caltech256, Cubs200, 세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는 목표 AI 모델 학습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테스트 데이터는 목표 AI 모델의 성능 평가와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위해 사용되었다. ImageNet 데이터 [27]는 1000개의 클래스를 

갖는 방대한 데이터로 2012년도 이미지 분류 대회인 ImageNet 

challenge에 사용된 데이터이다. OpenImages 데이터 [28]는 image-

level, 물체 bounding box 등 다양한 형태의 정답 값을 가진 데이터로 

600개의 물체 클래스를 갖는 데이터이다. ImageNet, OpenImages, 두 

데이터는 black-box 환경에서 수행되는 model extraction 공격에서 

목표 AI 모델에 보내어 출력 값을 얻어낼 때 사용되는 쿼리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두 데이터 모두 60,000개가 쿼리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ImageNet 데이터는 각 클래스당 60개씩 선택되었고, OpenImages 

데이터는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Dataset Classes 
Train 

samples 

Test 

samples 

Victim & 

AE 공격 

Indoor67 67 14,300 1,300 

Caltech256 256 23,380 6,400 

Cubs200 200 5,994 5,794 

ME 공격 
ImageNet 1,000 1.2M 150,000 

OpenImages 600 1.74M 125,436 

표1.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 사용된 AI 모델은 이미지 분류 모델로 높은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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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널리 사용되고 있는 ResNet50 [23]이다. ResNet50 모델의 

구조는 표2에 설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표 AI 모델과 복제 AI 

모델 모두 ImageNet으로 pretrain된 ResNet50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adversarial example 공격의 성능이 최대한 높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함과, 최근 model extraction 공격을 위해 side-

channel 공격을 수행하여 목표 AI 모델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34] [35]  

 

Conv1 Maxpool Conv2x Conv3x Conv4x Conv5x 

Avg pool, 

FC, SoftMax 
7x7,64, 

stride 2 

3x3, 

stride 2 

1x1,64 

3x3,64 

1x1,256 

1x1,128 

3x3,128 

1x1,512 

1x1,256 

3x3,256 

1x1,1024 

1x1,512 

3x3,512 

1x1,2048 

표2.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는 black-box 환경의 경우 model extraction 공격 

후에 복제 AI 모델의 model explanation을 활용하여 목표 AI 모델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한다. Model extraction 

공격에서는 Knockoffnets, ActiveThief 두가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공격 방법 모두 60,000개의 ImageNet 데이터와 

OpenImages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Knockoffnets은 무작위 전략을 

사용하였고 ActiveThief는 불확실성 전략을 사용하였다. 각 대상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Indoor67, Caltech256, Cubs200)마다, model 

extraction 공격 방법 (Knockoffnets, ActiveThief)씩 2개의 쿼리 

데이터 (ImageNet2012, OpenImage)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총 3 * 2 * 

2 = 12개의 복제 AI 모델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복제 AI 모델에 대하여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는데 제안된 공격 방법과 성능 비교를 

위해 adversarial example 공격 방법으로는 FGSM과 PGD를 

사용하였다. 두 공격 방법 모두 노이즈의 경계 값은 0.03이고 PGD와 

제안된 방법 XAI-W의 반복 횟수는 5이다. 제안된 방법 XAI-W에서 

복제 AI 모델의 model explanation 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Grad-

CAM이다. XAI-W에서 노이즈를 가중하기 위해 사용된 γ  값은 

Indoor67은 2, Caltech256과 Cubs200은 1.7로 설정되었다. XAI-

W에서 가중시킬 기울기 값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되는 W 값은 기본을 

50으로 설정하였으며, 여러 W 값에 대한 성능 또한 보고한다.  

제안된 방법의 공격 성능 평가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Whit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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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경우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이 실제로 오 분류된 데이터의 

비율로 평가한다. Black-box 환경의 경우, 각 단계에 따른 성능을 

평가한다. 첫번째 단계인 Model extraction 공격의 성능 평가 지표는 

복제 AI 모델의 정확도의 절대치와 대응되는 대상 AI 모델의 정확도를 

얼마나 복제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치를 사용한다. 두번째 단계인 복제 

AI 모델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 공격 성능은 공격 전 정 

분류되었던 데이터 중 공격 후 오 분류되는 데이터의 비율로 평가한다. 

세번째 단계인 대상 AI 모델에 복제 AI 모델에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보내는 전이성 성능은 보낸 데이터 중 실제로 대상 AI 

모델이 오 분류하는 데이터의 비율로 평가한다.  

 

제 2 절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성능에 대해 보고한다. 제안된 방법은 

대상 AI 모델에 대한 접근 환경에 따라 성능을 보고한다. White-box 

접근 환경의 경우 직접적으로 대상 AI 모델에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한다. Black-box 접근 환경의 경우 직접적으로 대상 AI에 

대한 model explanation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계를 통해 

공격을 수행한다. 첫번째로, 목표 AI 모델에 model extraction 공격을 

수행하여 복제 AI 모델을 생성하고 두번째로, 생성된 복제 AI 모델의 

model explanation을 활용하여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고 

세번째로,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목표 AI 모델에 보내어 

transfer attack을 수행한다. 제안된 방법에 대한 성능은 대상 AI 

모델에 대한 접근 환경과 각 단계에 따라 성능을 보고한다.  

 

목표 공격자 

목표 AI 모델 AE 공격 방법 

학습 데이터 FGSM PGD 
XAI-W 

(50) 

Random-W 

(50) 

Indoor67 17.3 100 100 99.8 

Caltech256 9.9 100 99.9 98.6 

Cubs200 13.6 100 100 99.9 

표3. White-box 환경에서의 adversarial example 공격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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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white-box 상황에서의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보고한다. 

표3은 대상 AI 모델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white-box 

상황에서 기존 adversarial example 공격 방법인 FGSM, PGD와 제안된 

방법인 XAI-W(50)의 성능을 나타낸다. Random-W(50)은 전체 

데이터 중 임의적으로 선택된 50%의 픽셀을 제안된 방법과 같은 

가중치를 주어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한다. 표3을 통해 white-

box 환경에서 제안된 XAI-W 방법이 기존 방법들과 높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model explanation 정보를 통해 

노이즈를 강조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강조하는 것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black-box 상황에서의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보고한다. 

앞서 설명했듯, black-box 상황에서 adversarial example 공격은 

세가지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표4는 제안된 방법의 첫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model extraction 공격 성능을 나타낸다. 표4의 열은 크게 

공격 목표가 되는 ‘목표’와 공격자를 의미하는 ‘공격자’로 구분할 

수 있다. ‘목표’ 열은 Model extraction 공격 목표가 되는 AI 모델의 

각 학습 데이터와 각각의 AI 모델 성능을 나타낸다. ‘공격자’열은 

목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따라, model extraction 공격에 사용된 

쿼리 데이터 및 model extraction 공격 방법에 따라 얻어낸 복제 AI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다. 복제 AI 모델의 성능 절대치와 목표 AI 

모델의 성능을 얼마나 복제하였는지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치를 모두 

괄호에 표현된다. 실험 결과, 모든 목표 AI 모델 데이터에 대하여 높은 

model extraction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  공격자  

목표 AI 모델 ME 공격  

데이터 

ME 공격 방법  

학습 데이터 성능 Knockoffnets ActiveThief 

Indoor67 73.51(1x) 
ImageNet 66.79 (0.91x) 64.85 (0.88x) 

OpenImages 71.12 (0.97x) 67.61 (0.92x) 

Caltech256 78.11(1x) 
ImageNet 78.02 (1x) 75.86 (0.97x) 

OpenImages 77.03 (0.99x) 73.22 (0.94x) 

Cubs200 78.17(1x) 
ImageNet 69.19 (0.89x) 60.36 (0.77x) 

OpenImages 66.09 (0.85x) 54.18 (0.70x) 

표4. Model extraction 공격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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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는 black-box 환경에서의 공격에서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공격자가 첫번째 단계에서 얻어낸 복제 AI 모델에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수행하여 어느 정도의 adversarial example 생성에 

성공하였는지 나타낸다. FGSM을 제외한 공격 방법들이 대부분 100%에 

달하는 adversarial example 공격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 공격자  

목표 AI 모델 복제 AI 모델  AE 공격 방법 

학습 데이터 
ME 공격 

데이터 

ME 공격 

방법 
FGSM PGD 

XAI-W 

(50)  

Random-W 

(50) 

Indoor67 

ImageNet 
KO 34.7 100 100 100 

AT 37.9 100 100 100 

OpenImages 
KO 27 100 100 100 

AT 34.5 100 100 100 

Caltech256 

ImageNet 
KO 15.7 100 100 99.3 

AT 22.4 100 100 99.6 

OpenImages 
KO 16.8 99.9 99.9 99.1 

AT 25.6 100 100 99.7 

Cubs200 

ImageNet 
KO 20.4 100 100 100 

AT 37 100 100 100 

OpenImages 
KO 23 100 100 99.9 

AT 43.7 100 100 100 

표5. 복제 AI 모델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 공격 성능 

  

표6은 black-box 환경에서의 공격에서 궁극적인 공격 목표이면서, 

세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전이성 성능을 나타낸다. 두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목표 AI 모델에 보내 얼마나 많은 복제 

AI에 대해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이 목표 AI 모델에서도 

adversarial example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FGSM과 Random-W를 

제외한 PGD와 제안된 XAI-W 공격 방법이 50%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XAI-W 공격 방법이 가장 높은 전이성을 보였다.  

표7은 black-box 환경에서 제안된 방법의 가중된 노이즈의 비율을 

나타내는 W 값에 따른 전이성 성능을 나타낸다. 각 괄호의 숫자가 가중 

정도에 해당한다. 가중 정도가 높을수록 전이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이성이 비교적 낮은 30에서도 표5에서 제안된 방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PGD 보다 대부분 높은 전이성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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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공격자  

목표 AI 모델 복제 AI 모델  AE 공격 방법 

학습 데이터 
ME 공격 

데이터 

ME 공격 

방법 
FGSM PGD 

XAI-W 

(50)  

Random-W 

(50) 

Indoor67 

ImageNet 
KO 25.1 59.2 65.7 34.4 

AT 22.2 35.6 42.8 24.2 

OpenImages 
KO 29.6 62.3 66.8 36.7 

AT 25.9 37.8 42.8 23.8 

Caltech256 

ImageNet 
KO 34.5 56.1 58.7 41 

AT 24.5 34.8 39.8 27.3 

OpenImages 
KO 28.4 52.8 56 38.5 

AT 22.7 29.1 33.7 23.2 

Cubs200 

ImageNet 
KO 26 82.3 86.5 62 

AT 12.5 42.5 51.8 32 

OpenImages 
KO 20.2 77.1 82.4 56.3 

AT 12.2 36.2 45.3 29.2 

표6. Black-box 환경에서의 목표 AI 모델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 공격 성능 

 

목표 공격자      

목표 AI 모델 복제 AI 모델  AE 공격 방법 

학습 데이터 
ME 공격 

데이터 

ME 공격 

방법 

XAI-W 

(80) 

XAI-W 

(50) 

XAI-W 

(30) 

Indoor67 

ImageNet 
KO 68.6 65.7 68.2 

AT 43 42.8 40.4 

OpenImages 
KO 69.3 66.8 62.9 

AT 46 42.8 40.6 

Caltech256 

ImageNet 
KO 61.1 58.7 56.8 

AT 41.1 39.8 38.3 

OpenImages 
KO 58 56 54 

AT 34.2 33.7 32.5 

Cubs200 

ImageNet 
KO 88.3 86.5 85.3 

AT 52.2 51.8 50.9 

OpenImages 
KO 83.2 82.4 81.3 

AT 44.2 45.3 43.9 

 

표7. Black-box 환경에서의 W값에 따른 XAI-W의 목표 AI 

모델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 공격 성능 



 

 25

 

그림 6. XAI-W로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 예시 

 

그림 6은 제안된 방법 XAI-W로 생성된 데이터의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의 열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원본 데이터, model explanation 결과, 

변형된 데이터로부터 구해진 기울기 중 model explanation을 통해 얻은 

강조 될 부분의 기울기, 원본 데이터로부터 구해진 기울기 중 강조하지 

않을 부분의 기울기,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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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adversarial example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I 모델의 model explanation 정보를 활용하는 공격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model explanation을 통해 데이터 중 AI 

모델의 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더 강한 노이즈를 준다. 

제안된 방법에 대한 성능은 공격자가 대상 AI 모델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white-box 환경과 출력 값만 얻을 수 있는 

black-box 환경 모두에 대하여 평가된다. White-box 환경에서는 대상 

AI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model explanation을 얻어 제안된 공격을 

수행하고 보다 현실적인 공격 환경인 black-box 환경에서는 model 

extraction 공격을 통해 복제 AI 모델을 구성하고 복제 AI 모델의 

model explanation을 활용하여 제안된 공격을 수행하여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하고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로 대상 AI 모델을 

공격한다. 제안된 방법은 white-box, black-box 환경에서 모두 이미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가지의 데이터 셋에 대하여 모두 기존 

adversarial example 생성 방법보다 높은 성능을 갖는 adversarial 

example 생성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추후 연구로 보다 다양한 AI 

모델 구조와 특정 클래스를 목표로 하는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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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performance of adversarial example 

attack using model explanation 

So-Hee Jun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d an adversarial example attack method that 

maliciously perturbs the data to change the classification result of the 

AI model. The proposed method, XAI-W, uses model explanation 

technology that can analyze which part of the input data is focused 

on the AI model’s classification. The proposed method is evaluated 

in both a white-box scenario where the attacker can access all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AI model and a black-box scenario 

where only output results can be accessed. In the white-box 

scenario, attack performance is evaluated by directly attacking the 

target AI model using the proposed method. In the black-box 

scenario, which is limited and practical than the white-box scenario, 

a model extraction attack is used to construct a replica AI model of 

the target AI model. The attacker obtains model explanation of target 

AI model indirectly through replica AI model.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achieved high performance on the white-box 

scenario and up to 9.7% high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adversarial example attack method on the black-box scenario.     

Keywords : Adversarial example attack, XAI, Model extraction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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