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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고리즘 편향성은 알고리즘 설계과정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편견이나 모델과 데이터의 특성 사

이의 조합에 의해 모델에 반영되는 편향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편향성이 딥러닝 모델에서 나타

날 뿐만 아니라 증폭된다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편향성 제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성별에 의한 알고리즘 편향성을 편향-분산 딜레마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편향성의 원인을 규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 오토인코더 기반 잠재공간 일치모델을 제안한다. 우리는 딥러닝에서의 알고리

즘 편향성은 모델 내부의 특징 추출부분에서 보호특징별 잠재 공간이 다르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성별특징이 다른 데이터를 동일한 잠재공간으로 전사시킴으로써 추출

된 특징의 차이를 줄여 저편향성을 달성하였다. 우리는 정량적 평가지표로 Equality of Odds, Equality of 

Opportunity 를 사용하여 기존모델에 비해 편향성이 낮음을 입증하고 ROC 곡선으로 통해 성별사이의 예

측결과의 편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알고리즘 편향성(Algorithmic bias)은 설계된 알고리즘이 

특정 특징에 대해 분류나 예측 같은 출력 결과가 달라

지는 현상을 의미하고 그 때의 특징을 보호특징

(protected feature)이라 부른다. 이러한 편향성은 딥러닝 

모델에서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증폭시키는 결과까지 

나타난다고 알려져있다[1]. 이 것은 후에 딥러닝기반의 

모델이 실생활에서 활용될 때 차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편향성을 저하시키는 학습방법이나 모델을 구축

하는 것은 중요하다. 

편향성을 발생시키는 보호특징은 여러가지가 있다. 예

를 들어, 범죄확률 예측 모델에 있어서 인종에 따라 예

측되는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

로필정보에 기반하여 임금정도를 예측하는 모델에서 여

러 종류의 보호특징 중 성별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저

편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편향-분산 딜레마에서의 편향은 식 1과같이 정의되는

데 이는 우리가 설계한 모델 𝑓과 실제 모델 𝑓와의 차이 

정도를 나타낸다. 이 편향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보호특징 A와 B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고리즘 편향

성을 야기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둘의 차이를 줄이기 위

한 잠재공간 일치모델을 심층 오토인코더 기반으로 구

축하여 학습하였다. 

 𝐵𝑖𝑎𝑠(𝑓) = 𝔼[𝑓 − 𝑓] (1) 

 

그림 1. 보호특징별 차이나는 편향성 시각화 

2. 관련연구 
알고리즘 편향성을 규명하고 저편향성을 달성하기 위

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편향성

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와 편향성을 낮추기 위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표 1에 이러한 연구를 요약하였

다.  

Hardt et al. 은 알고리즘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로 Equality of Odds와 Equality of Opportunity를 정의하였다 

[2]. Datta et al.은 proxy discrimination을 규명하여 보호특징

을 제거하더라도 다른 특징으로부터 보호특징을 유추하

여 편향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3].  

저편향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는 데이터의 표현을 학

습하여 저편향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와 손실함수를 조

절하여 결정경계를 정교하게 학습하는 연구로 나뉜다. 

Zemel et al. 은 사전에 정의한 프로토타입으로 데이터의 

표현을 구하여 편향성이 줄어들도록 학습하였다 [4]. 

Zafar et al. 은 손실함수에 보호특징별 편향성에 제약을 

둠으로써 결정경계를 학습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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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알고리즘 편향성 규명 및 저편향 달성 연구 요약 

Category Author Methodology 

Bias 

Definition 

M. Hardt 

(2016) 

Argument for equality of 

opportunity 

A. Datta 

(2017) 

Analysis of proxy 

discrimination 

N. Kilbertus 

(2018) 

Causal analysis of algorithmic 

bias 

Bias 

Removal 

T. Kamishima 

(2011) 

Removal through 

regularisation parameters 

R. Zemel 

(2013) 

Encoding of protected 

features 

B. Zhang 

(2018) 

Adversarial network for bias 

reduction 

 

3. 방법 
3.1 편향-분산 딜레마 관점 편향성 정의 
우리는 서론에서 알고리즘 편향성이 보호특징에 따라 

편향-분산 딜레마에서의 편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 

식 (2)를 만족시키도록 모델 𝑓를 학습해야한다. 하지만 

딥러닝 학습은 미니배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특징별 편향을 손실함수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딥러닝 모델은 분류 함수 

ℎ 와 특징추출 함수 𝑔 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식 

(2)로부터 식 (3)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데이터상에는 클래스 불균형과 같은 편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식 (4)로부터 식(5)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식 (6)을 통해 데이터의 표현을 일치시켜 

저편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였다. 

 𝔼x∼𝒳𝐴
[𝑓(𝑥) − 𝑓(𝑥)] ≈ 𝔼x∼𝒳𝐵

[𝑓(𝑥) − 𝑓(𝑥)] (2) 

 
       ⟺ 𝔼x∼𝒳𝐴

[ℎ̂ ∘ �̂�(𝑥) − ℎ ∘ 𝑔(𝑥)]

≈ 𝔼x∼𝒳𝐵
[ℎ̂ ∘ �̂�(𝑥) − ℎ ∘ 𝑔(𝑥)] 

(3) 

 
⟺ 𝔼𝑥∼𝒳𝐴

[ℎ̂ ∘ �̂�(𝑥)] − 𝔼𝑥∼𝒳𝐵
[ℎ̂ ∘ �̂�(𝑥)] 

  ≈ 𝔼𝑥∼𝒳𝐴
[ℎ ∘ 𝑔(𝑥)] − 𝔼𝑥∼𝒳𝐵

[ℎ ∘ 𝑔(𝑥)] 
(4) 

 ⟺ 𝔼𝑥∼𝒳𝐴
[ℎ̂ ∘ �̂�(𝑥)] ≈ 𝔼𝑥∼𝒳𝐵

[ℎ̂ ∘ �̂�(𝑥)] (5) 

 ⟺ 𝔼𝑥∼𝒳𝐴
[�̂�(𝑥)] ≈ 𝔼𝑥∼𝒳𝐵

[�̂�(𝑥)]              (6) 

여기서 𝒳A  와 𝒳𝐵  는 각각 보호특징 A, B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의미한다.  

3.2 잠재공간 일치모델을 통한 저편향 모델 
본 논문에서는 식 (6)에 나타난 식을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 그림 2에 표현된 잠재공간 일치모델을 구축하였다.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인코더 𝑓와 디코더 𝑔로 

구성된 오토인코더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보호특징과 

무관하게 잠재공간으로 전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손실함수에 쿨백-라이블러 발산을 추가하였다. 

 
ℒ1 = 𝑐𝑟𝑜𝑠𝑠𝑒𝑛𝑡𝑟𝑜𝑝𝑦 (𝑥, 𝑔(𝑓(𝑥))) 

+𝒟𝐾𝐿[𝒩(𝜇𝑓(𝑥), Σ𝑓(𝑥))||𝒩(0, 𝐼 )] 

(7) 

식 (7)을 이용하여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를 충분히 

학습하여 보호특징에 무관하도록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 후에 식 (8)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실제 클래스를 

분류하였다. 

 ℒ2 = 𝑐𝑟𝑜𝑠𝑠𝑒𝑛𝑡𝑟𝑜𝑝𝑦 (𝑦, ℎ(𝑓(𝑥))) (8) 

 

그림 2. 알고리즘 편향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아키텍쳐 

4. 실험결과 
4.1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저편향 달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의 프로필 정보와 임금의 

정도가 포함된 UCI KDD-Census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나이, 교육수준, 성별 등 42개의 특징과 

임금에 대해 두 가지 클래스(‘>50K’, ‘<50K’)가 

존재하였다. 총 299,286개의 데이터 중에 199,522 개를 

학습 데이터, 99,764개의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4.2 편향성 실험 결과 
식 (9)과 (10)에 나타난 편향성 평가 척도로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났듯이 

오토인코더 구조로 잠재공간을 일치시키지 않은 모델에 

비해 편향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𝐸𝑞𝑢𝑎𝑙𝑖𝑡𝑦 𝑜𝑓 𝑜𝑝𝑝𝑜𝑟𝑡𝑢𝑛𝑖𝑡𝑦 

= |
Σ𝑥∈𝑋+𝕝𝑓(𝑦|𝑥)=1

Σ𝑥∈𝑋+𝕝𝑦=0

−
Σ𝑥∈𝑋−𝕝𝑓(𝑦|𝑥)=1

Σ𝑥∈𝑋−𝕝𝑦=0

| 
(9) 

 

Equality of odds 

= |
Σ𝑥∈𝑋+𝑓(𝑦|𝑥)

Σ𝑥∈𝑋+𝕝
−

Σ𝑥∈𝑋−𝑓(𝑦|𝑥)

Σ𝑥∈𝑋−𝕝
| 

(10) 

 

그림 3. 잠재공간 일치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 

(Base model)과 제안하는 모델과의 편향성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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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림 4에 나타난 혼동행렬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이 임금을 잘 예측하면서도 성별에 의해 

예측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는 보호특징별 예측결과에 따른 ROC 곡선과 

그 면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존 모델에 비해 

제안하는 모델이 성별별로 면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통해 편향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위) 기존 모델과 (아래) 제안하는 모델의  

성별별 ROC 곡선 및 면적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편향성의 대해 언급하고 

딥러닝에서 발생하는 편향성 증폭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향-분산 

딜레마 관점으로 접근하여 손실함수를 유도하였고 

오토인코더 기반 잠재공간 일치모델을 구축하여 기존 

모델에 비해 낮은 편향성을 달성하였다. 우리는 실험 

결과를 편향성 평가 척도 뿐만 아니라 혼동행렬과 ROC 

곡석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기존 모델에 비해 편향성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절대적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모델의 한계를 분석하고 고도화하고자 

한다. 또한, 보호특징에 무관한 특징 추출을 하더라고 

proxy discrimination의 영향으로 편향성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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