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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고리즘 설계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내의 존재하는 편견이나 모델과 데이터의 특성 사이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는 알고리즘 편향성은 공정한 데이터 표현 학습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

는 성별, 인종과 같은 보호특징이나 데이터 자체와 데이터 표현 사이의 상호 정보의 근사값을 구하고 동

시에 최적화하여 편향을 제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표현을 분리하여 공정한 

데이터 표현을 달성하는 적대적 오토인코더기반의 방법에 대해서 상호 정보량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존 

연구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각 상호 정보를 근사하여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기법들을 벤치마크 데이

터셋과 편향성을 측정하는 세 가지 평가척도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한다. 실제 데이터 표현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해 t-SNE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시각화를 통해 최적의 학습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향후 

공정 데이터 표현학습 방법을 위해 다수의 보호 특징에 대한 편향성 제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한 가지 

보호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방법들의 한계점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 

1. 서 론 

설계된 알고리즘이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사회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보호 특징(protected feature)에 

대해 분류나 예측 같은 문제에서 출력 결과가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리즘 편향성(algorithmic bias)이라 

부른다.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증폭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최근에는 데이터를 

공정한 표현(fair representation)으로 임베딩하여 편향성을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많은 연구는 식 

(1)과 같이 보호 특징 𝑠나 데이터 𝑥와 데이터 표현 𝑧 

사이의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접근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3-6].  

 max 𝐼(z; x) − 𝛽𝐼(𝑧; 𝑠) (1) 

하지만 손실 함수로 다루기 힘든 상호 정보의 특성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각 값을 근사할 수 있는 

수식으로 유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정 표현을 

학습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 정보기반 공정 표현 

학습 기법에 대해 비교하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성능을 비교한다.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 계속 

해서 변하는 보호 특징에 대비하기 위한 다수 보호 

특징기반의 공정 표현 학습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상호 정보 최적화 기반 공정 표현의 달성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1은 상호 정보기반 관련 

연구들이다. Louizos 등은 데이터 표현 𝑧 와 사전 확률 

분포  𝑝(𝑧) 사이의 쿨백-라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을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를 추가하였다[3]. 

Edward 등은 데이터 표현으로부터 직접 보호 특징 𝑠를 

분류하는 과정과 이를 속이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적대학습 기법으로 공정 표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4]. 

Song 등의 경우 Edward와 Storkey가 제안하는 상호 

정보의 근사치보다 더 근접하게 추론하는 수식을 

유도하여 공정 표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5]. Kim과 

Cho는 공정 표현을 달성하기 위한 적대학습 기법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공정 표현을 데이터의 특징을 모두 

표현하는 잠재 변수 z 와 공정한 잠재 변수 𝑟 로 

분리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6].  

표 1. 상호 정보 기반 공정 표현 학습 방법들 

문헌 연도 𝐼(𝑧; 𝑥) 𝐼(𝑧; 𝑠) 

[3] 2016 

𝔼 x,,𝑧
[log 𝑞( 𝑥∣𝑧 )]

+𝐻(𝑥)

 

𝔼𝑓𝐷𝐾𝐿[𝑓( 𝑧 ∣ 𝑥, 𝑠 ) ∥ 𝑝(𝑧)] 

[4] 2016 𝔼𝑓𝐷𝐾𝐿[𝑓( 𝑠 ∣ 𝑧 ) ∥ 𝑝(𝑠)] 

[5] 2018 𝔼𝑓[log 𝑝(𝑠 ∣ 𝑧) − log 𝑝(𝑠)] 

[6] 2020 𝑡( 𝑟 ∣ 𝑧 )𝑝(𝑧) log ∫
𝑡( 𝑟 ∣ 𝑧 )

𝑠(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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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호 정보기반 공정 표현 달성에 대한 기존 연

구들의 구조도. (a) Louizos 등의 모델, (b) Edward와 

Storkey의 모델, (c) Kim과 Cho의 모델 

 

3. 방 법 

3.1 상호 정보 근사  

공정 데이터 표현 학습의 목적 함수인 식 (1)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I(z; x)를 최대화함과 동시에 I(z; s)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상호 정보량은 식 (2)와 같이 

사전 분포로 인한 다루기 힘든 특징 때문에 각각의 

하한과 상한을 구하여 그 값을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기법으로 목적 함수를 최적화한다.  

 𝐼(𝑧; 𝑥) = 𝔼𝑧[𝔼𝑥[𝑙𝑜𝑔 𝑝( 𝑥 ∣ 𝑧 )]] + 𝐻(𝑥) (2) 

[3-6]에서는 알 수 없는 분포에 대해서 근사 분포를 

설정하여 추론하는 변분 추론(variational inference)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쿨백-라이블러 발산의 경우 항상 음이 아닌 값을 

가지므로 식 (4)와 같은 하한을 얻을 수 있다. 

 𝔼𝑧[𝔼𝑥[𝑙𝑜𝑔 𝑞( 𝑥 ∣ 𝑧 )] + 𝐷𝐾𝐿[𝑝 ∥ 𝑞]] + 𝐻(𝑥) (3) 

 𝔼𝑧[𝔼𝑥[𝑙𝑜𝑔 𝑞( 𝑥 ∣ 𝑧 )]] + 𝐻(𝑥) (4)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z; s)의 상한에 대해서는 

각각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추론하였으며 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특히, 마코프 특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𝑧 → 𝑟 → 𝑠 의 과정을 

거친다면 𝐼(𝑧; 𝑠) ≤ 𝐼(𝑧; 𝑟) 이므로 식 (6)과 같이 상한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 표현 𝑧에서 정보를 모두 

표현하려는 과정 𝐼(𝑧; 𝑥) 와 보호 특징에 대한 정보는 

제거하려는 과정 𝐼(𝑧; 𝑠)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림 1(c)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개의 데이터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이다.  

 𝐼(𝑧; 𝐷(𝑡(𝑧)) ≤ 𝐼(𝑧; 𝑡(𝑧)) (5) 

 𝐼(𝑧; 𝑠) ≤ 𝐼(𝑧; 𝑡(𝑧) ≤ 𝑡( 𝑟 ∣ 𝑧 )𝑝(𝑧) log ∫
𝑡( 𝑟 ∣ 𝑧 )

𝑠(𝑟)
 (6) 

3.2 평가 척도 

본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들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가지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parity difference 

(PD, 결과불평등), equalized opportunity (OPP, 기회평등), 

equalized odds (ODD, 정확도평등). PD의 경우 각 보호 

특징 별 양성비율의 차이를 통해 구해지며 두 그룹이 

동등하게 대해지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OPP의 경우 두 

그룹의 정밀도의 차이를 통해 구해지며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됐는지 평가한다. ODD의 경우 두 그룹의 

정밀도와 거짓 양성 비율의 평균 차이를 통해 구해지며 

그룹 별 정확도의 차이를 평가한다. 

4. 분석 결과 

4.1 데이터 셋 

상호 정보기반 연구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정 데이터 표현에서 벤치마크 

데이터로 사용되는 COMPA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총 

18,610개의 프로필 정보로 구성된 본 데이터는 위험도를 

5이상과 미만으로 이진 분류된다. 편향성 평가를 위한 

보호 특징은 성별로 설정하였다. 

4.2 비교 분석 

세가지 공정성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각 방법에 대한 

평가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에 대한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실험한 결과를 박스플롯으

로 나타내었다. 잠재 공간을 분리하여 기존 연구들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한 Kim과 Cho의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COMPAS 데이터기반 각 방법의 평가 결과. 

 

또한,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t-SNE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화된 데이터 표현도 Kim과 Cho의 방법에서 

성별에 의해 구분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학습된 

것이 확인된다. 

4.3 다중 보호 특징기반 평가 

상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정 데이터 표현 학습 방

법들이 유도된 추론 수식들을 통해 목적을 어느정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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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

하는 보호 특징의 특성에 의해 한계가 있다. 

그림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각 방법을 통해 사전에 

설정한 성별 보호 특징에 대해서는 편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또 다른 보호 특징인 인종에 대해

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평가 결과가 확인된다.  이것을 

통해 다수의 보호 특징에 대해 공정한 데이터 표현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학습 기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호 정보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의 접근법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공정성 

평가 척도를 통해 성능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보호 특징의 특성에 따라 다수의 보호 

특징에 대한 공정한 데이터 표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의 경우 사전 설정된 보호 특징 

외에는 편향성을 제거하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각 연구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현을 

학습할 때 상호 정보량의 변화를 확인하여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확인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보호 특징에 

대해 공정한 데이터 표현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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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SNE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표현의 시각화. (a) 데이터, (b) Louizos 등이 제안한 데이터 표현, (c) 

Edward와 Storkey가 제안한 데이터표현, (d) Kim과 Cho가 제안한 데이터 표현. 

그림 4. 다수의 보호 특징에 대한 공정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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