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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현학습은높은차원의관측공간을더낮은차원의잠재변수로표현하는함수를학습하며,표현학습의주요요소인풀린
표현(disentangled representation)학습은다양한태스크와도메인에서동작하기위한차세대인공지능의필요조건중하나로
받아들여지고있다. 한편풀린표현을엄밀하게정의한개념중통용된것은없었으며,실제세계의대칭성을표현공간상에서
보존하는것을토대로정의된 Symmetry-Based(SB) disentangled representation방식이제안되었다. 본연구에서는에이전트
가환경과대칭성이보존되는상호작용을하여관측값의변화를측정하고,이를통해잠재공간의독립적인기저를학습한다.
또한인코딩함수에제약조건을추가하여학습된잠재공간이 SB-disentangled representation임을증명하고,대응되는손실
함수를제안한다. MNIST이미지를관측값으로,선형변환을상호작용으로두어실험한결과너비와높이등의생성요소들이
잘정렬되었다는정성적인평가가가능했으나, regularizing term의값이낮은값으로잘수렴하지않는다는점등의한계점이
존재한다.

1 서론

표현학습은높은차원의관측공간에존재하는 x가작은개수의

의미론적인 생성 요으로부터 생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생성 요

인의 정보를 담는 더 낮은 차원의 잠재 변수 z로 변환하는 함수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Disentangled representation(풀린

표현)은표현학습에있어서중요한요소중하나로꼽혀왔으며,이

는 관측 공간의 주요한 생성 요인을 파악하여 표현 공간상에서 하

나의 축으로 해당 성분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이는 특

정한태스크에의존적이지않는범용적인정보를표현하는동시에

x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을 간결한 구조로 표현하게 되어, 하위 태

스크의 (준)지도 학습, 전이 학습, few shot learning 등 다양한 태

스크와도메인에서도동작하기위한중요한요소로꼽히게되었다.

하지만 disentanglement를엄밀하게정의하는방법중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없었으며, Bengio et al.[1], Higgins et al.[2]

등이널리통용되는정의를내리고자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VAE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지도 학습을

통해 사전 지식 없이 생성 요인을 학습하였지만, 데이터셋과 생성

모델의 구성 과정에 여전히 사전 지식이 관여를 하게 된다. Lo-

catello et al.[3] 은 풀린 표현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모델과 데이

터에 아무런 inductive biases 없이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Caselles-Dupré et al.[4] 는 Higgins et al.의

Symmetry-Based(SB) disentangled representation[2] 을 바탕으로

하여풀린표현의학습에환경과의상호작용이필수적으로요구됨

을증명하였다.

본연구에서는에이전트가환경과여러상호작용을하여관측값

의변화를측정하고,이를통해잠재공간의독립적인기저를학습

하기위한손실함수를제안한다. 에이전트가이미지에동일한변

환을 취하여 나타난 관측값의 변화가 모든 잠재 공간 상에서 같은

변화량을가지도록표현학습을수행하며,학습된잠재공간이 SB-

disentangled representation의정의를만족함을증명한다.

그림 1: 이미지변형을통해생성요인을파악하고이를잠재공간
상의기저로표현하기위한 Lδ를제안한다.

2 이론적배경

2.1 군과군의작용

어떤 집합 G과 이항 연산자 ◦ : G × G → G에 대하여 결합법

칙이 성립하고,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할 때 (G, ◦)를 군(group)이

라고정의한다. 혼동의여지가없을경우,군의표기를G로간소화

한다. 군 H가 독립적인 2개의 군 G와 G′의 결합으로 구성될 때,

H = G×G′를 G와 G′의 direct product로정의한다.

집합X에대한군G의작용(group action) ·X : G×X → X 은

∀x ∈ X,∀g, h ∈ G, e ∈ G에대하여 e ·X x = x, (g ◦ h) ·X x =

g ·X (h ·X x)를만족하는함수로정의된다.

이때 임의의 원소 g에 해당되는 역원 g−1 이 항상 존재하며, 임

의의 군의 작용을 적용해도 역원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며 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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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보존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의 작용이 존재한다면 G를 X에

대한대칭성(symmetries), g ∈ G를대칭행동이라정의한다.

2.2 Symmetry-Based Disentangled Representation Learning

Higgins et al.은 어떠한 군 G 가 subgroup 의 direct product

G = G1 × G2 × ... × Gn 으로 분해될 때, 관측 공간 W를 표현

한잠재공간 Z가아래의성질을만족할시 Symmetry-Based(SB)

disentangled representation이라고정의하였다[2].

1. 군의작용 ·Z : G× Z → Z 가존재한다.

2. 함수 f :W → Z 가W와 Z에대한군의작용에대하여등변

함수이다. (i.e. g ·Z f(w) = f(g ·W w))

3. Z의 분할 Z = Z1 × ... × Zn 가 존재하며, 각 Zi는 Gj 6=i의

작용에 대하여 불변이며 오직 Gi의 작용에만 영향을 받는다.

(i.e. g ·Z z = (g1 ·Z z1, ..., gn ·Z zn))

3 연구내용

3.1 문제정의

에이전트의시각입력에해당되는관측값 x는세계의상태 w ∈
W로부터결정된다. 세계의상태로부터생성과정 b : W → X 을

통해 관측값 x이 결정되고, 에이전트는 이를 입력으로 하여 추론

과정 q : X → Z를통해잠재공간 Z = Rk 상에서세계의상태에
대한표현 z를추론한다. 두과정을합쳐 f :W → Z로표기한다.

세계 상태를 변화시키는 여러 대칭 행동 g ∈ G는 군의 작용을

통해 세계의 상태 w를 g ·W w = w′으로 변형시키며, 마찬가지로

잠재 변수 z를 g ·Z z = z′로 변형시킨다. 또한 G는 여러 독립적

인 군 Gi들의 direct product G1 × G2 × ... × Gn 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분해된군들중일부는한가지단위행동을실수번반복한

것으로표현할수있다. 이러한단위행동을기저행동, 군을기저

군이라 정의한다. 즉 기저 군 Gi은 기저 행동 ĝi ∈ Gi에 대하여

∀gi ∈ Gi, gi ·W w = (ĝi·W )ci(gi)w을만족하는함수 ci : Gi → R
가존재하는군으로정의된다.

예를들어, MNIST이미지에서세계의상태는숫자,필체,크기,

기울기 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상태를 변형시키는 대칭 행동은 크

기의 변형, 필체의 변형 등으로 분해된다. 그리고 임의의 크기에

대한변형은크기를 1%증가시키는변형을실수번반복한것과같

으므로크기의변형은기저군이된다.

3.2 기저행동을통한표현공간기저의구성

본 논문에서는 대칭성 G = G1 × G2 × ... × Gn 중 기저 군

G1, ..., Gm에 속하는 임의의 행동 (g1, ..., gm)이 표현형 공간에서

(t1, ..., tm)만큼의 평행 이동으로 작용되며, 기저 행동 ĝ1, ...ĝm이

표현형 공간의 m차원 subspace 의 기저 ê1, ..., êm이 되도록 표현

함수 f를학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아래 정리를 통해 기저 군에 속하는 행동 gi를 임의의 w에 대

하여 수행한 뒤, 이를 잠재 변수로 추론하였을 때 행동을 수행하

기전과결과값의차이가모두동일한평행이동변환과같도록추

론함수 f를학습한다면,기저군의작용에영향을받는잠재공간

의 subspace가 SB-disentangled representation 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Theory 1: i)W의 symmetryG가G = G1×G2×G3로 decom-

position되며, ii)G1, G2는기저군이고, iii) ∀gi ∈ G,w,w′ ∈W에
대하여 f(gi·Wi

w)−f(w) = f(gi·Wi
w′)−f(w′)로 f를제한할때,

Z의 subspace Span {f(ĝ1 ·W1 w)− f(w), f(ĝ2 ·W2 w)− f(w)}
는 SB-disentangled representation이다.

Proof.

1. 선형 공간 Z = Rk는 R × R × Rk−2와 같이 decomposition

이가능하며, ·Z를 gi ·Z z = ci(gi)êi + z로정의할수있으며,

이는 SB-disentangled representation 의 1,3번째 성질을 만족

한다.

2. i = {1, 2}에대하여 f(ĝi ·W w)−f(w) = ti로두면, f(gi ·W
w) = f((ĝi·W )ci(gi)w) = ci(gi)f(ĝi·Ww) = ci(gi)ti+f(w)

이다.

3. ∀g = g1 ◦ g2 ∈ G1 × G2로표기할때, f(g ·W w) = f(g1 ◦
g2 ·W w) = f(g1 ·W (g2 ·W w)) = f(g2 ·W w) + c1(g1)t1 =

z + c1(g1)t1 + c2(g2)t2 이다.

4. g ·Z f(w) = (g1 ◦ g2) ·Z z = g1 ·Z (z + c2(g2)ê2) = z +

c1(g1)ê1 + c2(g2)ê2

5. Z의 subspace Span{t1, t2}에서 ti = êi 이므로, g ·Z f(w) =
f(g ·W w)이만족한다.

따라서잠재공간 Z는 SB-disentangled representation의 3가지조

건을모두만족한다.

Corollary : 군 G가G = G1×G2× ...×Gn로 decomposition

되며 ∀i ∈ {1, 2, ..,m}에대하여 Theory 1의가정 ii), iii)가만족할

때, subspace Span {t1, t2, ..., tm}는 SB-disentangled representa-

tion이다.

3.3 손실함수정의

여러개의 상태 W = (w1, w2, ..., wN )의 관측값 X =

(x1, x2, ..., xN ) 에 대하여 동일한 군의 작용 g·X 를 취하고, 잠재

공간상에서의평균변화량 E[qφ(z|g ·X xi)]−E[qφ(z|xi)]가항상
일정하도록 Lδ를정의한다.

Lδ = trace (cov(E[qφ(zi|g ·X xi)]− E[qφ(zi|x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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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VAE의 손실 함수에 해당 regularizing term을 더하여 아래와

같은손실함수를최소화하도록학습한다.

L =Lβ + Lδ

=
N∑
i=1

{
−Eqφ(zi|xi)[log pθ(xi|zi)] + βDKL(qφ(zi|xi)||p(zi))

}
+ trace (cov(E[qφ(zi|g ·X xi)]− E[qφ(zi|xi)]))

(2)

4 실험결과

4.1 실험방법

실험데이터로MNIST데이터셋을사용하였으며,이미지에선형

변환을가하는것을기저군의작용으로둔다. 실험에사용된기저

군은 회전, x sheer, y sheer, 너비, 높이 변환의 5가지이며, 임의의

행동은 5가지 군의 direct product가 된다. 이미지 공간상에서 행

동의 작용은 선형 변환 Tg로 나타낼 수 있다. 랜덤한 데이터 배치

X = (x1, x2, ..., xn)에 대하여 동일한 변환 Tg ≡ g·X와 역변환
Tg−1을여러번가한새로운데이터배치를그림 2와같이만든다.

그림 2: 랜덤한데이터배치(5번째열)에동일한임의의변환과역
변환을반복적으로가하여생성한데이터.

4.2 실험결과분석

4.2.1 δ 값의변화에따른 loss변화

실험결과 Lδ와 Lβ 간의 trade off관계를확인하였다. δ값을올

릴수록 reconstruction loss와 KL loss는증가하되 disentanglement

에필요한 delta loss값은떨어진다.

그림 3는 β 값을 1.0, δ 값을 3.0으로 두어 분석한 결과이다. 그

림 3(a)에서는잠재공간에서 6도회전변환에해당되는변화량을

찾은 뒤 이를 연속적으로 더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모든 잠재 공간 상에서 임의의 기저 행동의 방향이 동일함을

정성적으로확인할수있다. 그림 3(b)는스케일변환에대한잠재

변수의 변화를 관측한 결과이며, 기저 행동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

계를 가지는 잠재 공간의 차원이 25개의 전체 차원 중 4개 정도로

제한되어있고변화량벡터의방향이같음을확인할수있으나,그

크기가조금씩다르게학습되어학습이완벽하게이루어지지않음

을확인하였다.

(a)원본이미지의크기를변화시켰을때잠재변수의변화량

(b)회전변환에해당되는변화량을잠재공간에더할시생성결과

그림 3: 하나의기저행동변화에대한분석

5 논의및결론

지금까지 SB-disentangled representation를위한충분조건으로

잠재공간상에서동일한행동의작용이동일한평행이동으로제한

되어야함을증명하였고,이를위한손실함수를제안하여잠재공

간이풀린표현이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실험을통하여동일한

변형에대응되는평행이동의방향이임의의이미지입력에대하여

동일하고, 특정 차원만 변형에 종속적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입

력된이미지마다평행이동의크기가동일하지않아의도한방식대

로모델이완벽하게학습되지못하였고이를해결하기위한보완하

기위한향후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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