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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고리즘 편향성은 특정 특징에 의존된 학습을 통해 차별된 결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이다. 이러한 특징

은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호특징으로 불리며, 성별, 인종과 같은 특징들이 대표적인 예

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산 관점에서 편향성 원인 규명과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통계적으로 제기

하였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토인코더 잠재공간 조작 모델을 제안한다. 우리는 성별의 편향성

을 감소시키고자 남성 데이터와 여성 데이터를 각각 다른 잠재공간에 전사시킨 후 남성 잠재공간 분포를 

여성 잠재공간 분포로 이동시켰을 경우 편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레빈 검정

을 통해 성별간 데이터 분산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고 기회불평등, 정확도불평등, 결과불평등, 평등비율

과 같은 정략적 지표를 사용하여 기존 모델에 비해 편향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2015년 구글포토에서는 흑인남성과 흑인여성을 

고릴라로 분류하여 논란을 일으켰으며, 백인남성과 

유색여성의 인식률이 크게 상이하였다. 알고리즘 

편향성은 데이터의 특정 특징에 의존된 학습을 통해 

차별된 결과를 발생시키는 문제로 위와 같은 경우는 

백인의 특성과 남성의 특성 위주로 학습한 결과이다. 

이러한 특징은 보호특징으로 불리며, 성별, 인종과 같은 

특징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편향은 보호특징간 데이터 

분산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특징간 데이터 분산의 차이를 줄여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1]. 

이를 위해 기존에는 Variational Autoencoder(VAE) 및 

Adversarial Autoencoder(AAE)의 잠재공간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었다[2, 3]. 하지만, 레빈 등분산 검정을 통해 

기존 방법의 보호특징간 잠재공간 분산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성별의 

편향성의 원인을 남성과 여성의 데이터 분산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규명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VAE모델 기반 잠재공간 조작 모델을 

제안하고 다양한 편향성 지표를 통해 정략적으로 

성별에 대한 편향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알고리즘 편향성 규명, 

측정, 감소방법에 대한 연구로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M. Feldman et al.은 알고리즘 편향성은 보호특징 간 

데이터 분산 차이의 결과이며, 분산 차이가 줄어 들수록 

편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1]. M. Hardt et 

al.은 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기회평등 (Equality of 

Opportunity)와 정확도평등 (Equality of Odds)를 

정의하였으며[4], R. Bellamy et al.은 기회불평등 (Equal 

Opportunity Difference), 정확도불평등 (Average Odds 

Difference), 결과불평등 (Statistical Parity Difference), 

평등비율 (Disparate Impact) 지표를 제시하였다[5]. 

편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J. Kim et al.은 VAE 

잠재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데이터를 동일한 

잠재공간에 전사하여 성별간 편향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 

표 1 알고리즘 편향성 관련연구 요약 

Category Author Methodology 

Bias 

Definition 

M. Feldman 

(2015) 

Cause of bias 

in data variance perspective 

Bias 

Metrics 

M. Hardt 

(2016) 

Equality of 

Opportunity and Odds 

R. Bellamy 

(2018) 
Introduction to bias metrics 

Bias 

Mitigation 

J. Kim 

(2019) 

Bias mitigation 

via Variational Network 

B. Zhang 

(2018) 

Bias mitigation 

via Adversari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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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 법 

본 논문에서는 보호특징을 성별로 정의하였다. 우리는 

통계 검정을 통해 기존 연구[2]에서 제안한 모델에서 

성별간 잠재공간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한 잠재공간 

상에서도 남성과 여성 데이터가 고루 전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손실함수를 설계하여 

그림 1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별 별 다른 잠재공간에 전사한 후 남성 

잠재공간 분포를 여성 잠재공간 분포로 이동시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보호특징별 잠재공간 정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잠재공간 조작 방법은 

Variational 오토인코더 학습 중과 학습 후로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학습 도중 잠재공간 조작을 위해 

손실함수에서 보호특징을 구분하고 보호특징별 각각 

다른 분포에 전사되도록 하였다. 제안모델의 전체 

손실함수는 식 (1)과 같다. 남성과 여성 데이터를 각각 

다른 잠재공간에 전사시키기 위해 기존 쿨백-라이블러 

발산 식 (3)에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여성이 -1, 

남성이 1 그리고 𝛽 가 5일 경우 여성의 데이터는 

𝑁(−5, 1) 정규분포에 전사되며, 남성의 데이터는 𝑁(5, 1) 

정규분포에 전사된다. 

ℒ =  ℒ𝑅𝑒𝑐𝑜𝑛 +  𝒟𝐾𝐿 (1) 

 ℒ𝑅𝑒𝑐𝑜𝑛 =  
1

𝑁
Σiyi × log(𝑦�̂�) +  (1 − 𝑦𝑖)  × log (1 − 𝑦�̂�) (2) 

  𝒟𝐾𝐿 = −
1

2
Σ𝑖(log(𝜎𝑖)  −  𝜎𝑖  − (𝜇𝑖  +  𝑝𝑓𝑖  × 𝛽)2 + 1) (3) 

𝑝𝑓 = 𝑝𝑟𝑜𝑡𝑒𝑐𝑡𝑒𝑑 𝑓𝑒𝑎𝑡𝑢𝑟𝑒  

 

3.2 편향 완화를 위한 잠재공간 조작 

오토인코더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잠재공간 중심의 차이만큼 남성 분포를 여성 

분포로 이동시킨다. 이동시킨 잠재공간을 분류기에 

학습하여 편향성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1 제안모델의 아키텍처 

 

4. 실험결과 

4.1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개인 정보와 임금수준의 데이터가 

있는 UCI KDD-Census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제는 데이터의 성별, 인종, 나이 등 42개의 정보로 

임금수준(“>50K”, “<=50K”)을 분류하는 문제이다. 

 
그림 2 기존 연구모델과 제안모델의 편향지표 결과 

 

4.2 편향성 감소 실험 결과 

편향지표의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Base는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Ours는 제안모델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제안모델이 

기존모델인 VAE와 AAE모델 보다 성별에 대한 편향성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위 실험결과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거짓양성비율과 

거짓음성비율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험결과에서의 거짓양성비율을 

평가절상, 거짓음성비율을 평가절하로 정의했다. 성별의 

편향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성별 간 평가절상 차이와 

평가절하 차이가 감소 되어야한다. 그림 3에서 기존 

Base의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가절상 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평가절하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로 진행되었던 VAE와 

AAE모델 모두 남성과 여성의 평가절상비율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절대적인 남성의 평가절상비율을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제안모델의 

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성별 별 거짓양성비율과 거짓음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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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잠재공간 조작 결과 

 

4.3 잠재공간 조작 결과 

잠재공간 조작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a)와 (c)는 기존 남성과 여성의 “num persons worked 

for employer” 값의 분포이며, (b)와 (d)는 잠재공간 

조작 후 재구축한 남성과 여성의 “num persons worked 

for employer” 값의 분포이다. 오토인코더 학습 후 

잠재공간 조작은 학습단계 후 남성의 잠재공간 분포를 

여성의 잠재공간 분포로 이동시킴으로써 남성 데이터의 

여성화를 의미한다. 이는 그림 4의 (a)가 제안모델을 

통해 (b)로 재구축 되면서 (d)와 같은 성향과 

유사해지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4. 보호특징별 잠재공간 결과 

제안모델의 남성과 여성 잠재공간 일치 여부는 식 

(4)의 귀무가설 채택함에 따라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레빈 검정을 통해 제안모델의 잠재공간에서 

남성과 여성 데이터의 분산이 동일함을 증명하였다. 

그림 5의 (a)는 Base, (b)는 VAE, (c)는 AAE, (d)는 

제안모델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 중 (d)에서만 식 

(4)의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𝐻0 ∶  𝜎𝑀𝑎𝑙𝑒 =  𝜎𝐹𝑒𝑚𝑎𝑙𝑒 (4) 

𝐻1 ∶  𝜎𝑀𝑎𝑙𝑒 ≠  𝜎𝐹𝑒𝑚𝑎𝑙𝑒 (5)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편향성의 원인을 보호특징 

간 분산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또한 등분산 검정을 통해 

기존 연구모델의 보호특징간 분산의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손실함수에서 보호특징을 구분할 수 있게 

정의하였고 학습이 완료된 후의 잠재공간 조작을 통해 

성별간 편향성을 감소시켰다. 제안모델의 평가는 

평가지표와 등분산 검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VAE모델과 AAE모델 보다 편향성을 

낮춘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보호특징을 

구별하고, 복합적인 보호특징에 대한 편향성 증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 5 남성과 여성의 잠재공간 1d t-SNE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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