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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데이터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 온라인 토론
“미국 상·하원 「증거기반정책위원회」 닉 하트 (전)정책실장,

네이버의 하정우 AI연구소장 등 세계 석학들 기조강연”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데이터과학, 데이터경제 등 분과 토의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국가통계의 도약과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정책대비를
위해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국제 심포지엄」을 9월 29일(수)~30일(목) 온라인
(www.kostatsympo.kr) 생중계로 개최한다. 국내외 6백여 명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이터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개인정보보호, 및 인공지능, 데이터경제, 증거기반정책의 세계적 석학들이
기조강연을 맡아, 국가통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데이터 혁신의 미래를 제시한다.
* (분과 주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과학·인공지능, 조사방법론, 데이터경제, 데이터기반정책

○ 개인정보보호의 석학인 제리 라이터 교수 듀크대학교 는 대규모 데이터에
(

)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재현 자료* 를 도약시키기 위한 통합 검증
서버 접근 기법을 제시한다.
- 개발된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인종·성별 급여 차이를

분석하고, 재현자료의 신뢰성 평가결과를 원자료와 비교하여 도출한다.
* 재현자료 : 베이지안 개인정보보호 기법으로 실제자료와 유사한 분포를 가지도록
생성한 자료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 하고 있는 네이버의 하정우 소장 네이버
(

AI

연구소)은 ‘초대규모 AI시대 그리고 네이버 HyperCLOVA’를 주제로
세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의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제시한다.

- 특히 2020년 OpenAI가 공개한 GPT-3의 탁월한 성능(1750억 개 매개변수)과

언어적 한계를 소개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한국어 중심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제시한다.

○ 데이터 경제의 석학인 민원기 총장 한국뉴욕주립대 은 ‘데이터 중심
(

)

디지털경제의 도래’라는 주제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경제와
전통경제의 차이를 분석하고,

OECD 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제시한 7대 축을 소개한다.
- 미국 이커머스의 경우
3개월

10년

성장률에 달하는 수치를 코로나19 직후

만에 달성했다. 화상 회의 플랫폼인 Zoom의 사용 시간은 최근

1년 만에 3,300%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급상하고 있다.

○ 미국

상·하원

「증거기반정책위원회」의

정책실장으로서 미국의

「

데이터기반정책을 주도했던 닉 하트 대표(미국 Data Foundation)는 세계의

」이라는

증거기반정책

·

주제로 증거기반정책 연구 개발의 철학과

구체적인 정책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 .

- 미국의 장애인보험제도(SSDI)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인한 파산위기를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통하여 극복하였다.

□ 양일간 국내외 민 관 학계의 연구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과학, 조사
·

·

방법론, 데이터 경제, 데이터기반정책 등 5개의 분과별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에 참여한다.

○ 첫째 날

(29일)은

캐나다 통계청, 한국은행 및 국내외 주요대학과 국책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재현자료와 차등정보보호,
동형암호 등의 기법을 제시하고, 데이터과학을 주제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최근 성과를 발표한다.

- 또한 조사방법론 분과에서는 다출처 자료연계와 무응답처리 등 조사방법론의

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 둘째 날

(30일)은

카카오,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학계와

정부의 전문가들이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기반 정책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서 데이터 가치 측정 및 데이터의 경제적·정책적 활용 방안과
사례 등을 제시한다.
-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데이터 혁신을 통한 국가통계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G7 국가를 선도하는 국가역량 준비의 로드맵을 밝힌다.

○ 또한 양일간 국가통계·데이터 국내외 전문가들이

12편의 E-paper를

발표하며 온라인 시청자들은 국제심포지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질의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제19회

통계청 논문공모전」에서 수상한 국내 최고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통해 통계청은
다양한 전문가의 연구 경험과 지식, 통계 이용자와 생산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민간․공공 빅데이터 연계․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는
K-통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통계개발원의 전영일 원장은
“국가통계 도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능케 하는 AI·데이터과학, 데이터경제,

·

데이터정보보호 등의 선진 연구·개발을 통해서 한국의 증거기반 경제
사회정책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G7국가와 OECD국가의

데이터혁신을

선도하는 국가역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동 심포지엄은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데이터 사용자들이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으로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 붙임 1.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요 및 프로그램
2.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기조강연 발표자료 요약

붙임1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요 및 프로그램

개최 목적
❍ 국가통계․데이터 전문가들의 연구경험과 혁신역량을 공유하고 국가
통계․데이터 혁신 논의의 場을 국가통계 사용자와 생산자에게 제공
❍ 국내외 국가통계․데이터혁신에 관한 선진 기법 연구 발표 및 조사
방법론․데이터과학을 활용한 증거기반정책 사례와 미래에 대한 논의
개최 개요
❍ 명

칭: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국제 심포지엄(온라인)

❍ 주

제: 데이터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
(Data Innovation and the Leap of Official Statistics)

❍ 일

자:

2021. 9. 29.(수)~30.(목)

❍ 참여 방 법
- 심포지엄 홈페이지(www.kostatsympo.kr) 접속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
❍ 주관 · 주최: 통계청·통계개발원
❍ 후

원: 한국통계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장

소: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실

-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 행사 진행 인원만

참석하여 국제회의실에서 진행
- 주제별 단일 세션으로 진행하며, 일반참가자는 심포지엄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튜브 영상중계 참여
❍ 참 석 규 모: 약 600명 내외(예상)

프로그램

2021년 9월 29일(수)
～09:20
09:20～09:40

심포지엄 온라인 중계 준비 및 연사 안내 (국제회의실)
개회사
류근관 청장  통계청
축 사1 박병욱 회장  한국통계학회
축

사2 설동훈 회장  한국조사연구학회

기조강연 1
09:40～11:00
(80분)

 Providing Access to Confidential Research Data
Jerry Reiter 교수  듀크대학교 통계과학

 초대규모 AI시대 그리고 네이버 HyperCLOVA
하정우 소장

세션 1 : 데이터정보보호
11:00～12:40
(100분)

 네이버 AI 연구소장

좌장: 김규영 교수  대전대학교 통계학과

 CART 기법을 이용한 재현자료 작성: 기업통계등록부 및 종사자-기업체 연계DB
박나리 연구원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Differentially Private Goodness of Fit Tests for Continuous Random Variables
곽승우 연구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 with Leveled Homomorphic Encryption
Zachary Zanussi 선임데이터과학자  캐나다 통계청

토론: 이용희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최동걸 교 수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2:40～14:00

오

찬

세션 2 : 데이터과학·인공지능
14:00～15:40
(100분)

좌장: 윤지숙 과장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Extracting Economic Sentiment from News Articles: The Case of Korea
이영환 과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AI·빅데이터 기술 기반 국가통계 생산과 당면과제
김정민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 Next Challenges
김지희 교수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토론: 임수종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세혁 교 수  한남대학교 비즈니스통계학과

2021년 9월 29일(수)
15:40～15:50

Coffee Break

세션 3 : 조사방법론
15:50～17:30
(100분)

좌장: 최필근 실장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Integration of multiple data sources
임종호 교수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만족도 측정 방법의 비교 가능성 연구: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리커트형 문항을 중심으로
한혁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무응답 특성 및 종단가중치 처리방법을 중심으로
김현지 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 팀장

토론: 신인철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승환 교 수  강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E-paper 세션

심포지엄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2021년 9월 30일(목)
～09:40

심포지엄 온라인 중계 준비 및 연사 안내 (국제회의실)

기조강연 2
09:40～11:00
(80분)

 데이터 중심 디지털경제의 도래
민원기 총장  한국뉴욕주립대

 Encouraging Evidence-Based Policymaking in Practice around the World
Nick Hart 대표  Data Foundation

세션 4 : 데이터경제
11:00～12:40
(100분)

좌장: 최재홍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데이터 가치 측정: 이슈와 제언
정용찬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방안
조영삼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 스마트제조와 디지털트윈
노상도 교수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토론: 우창완 연구원  카카오 공동체데이터센터
박재성 실 장  중소벤쳐기업연구원 글로벌창업벤처연구실

2021년 9월 30일(목)
12:40～14:00

오

찬

세션 5 : 데이터기반 정책연구
14:00～15:40
(100분)

좌장: 정용찬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한 확률론적 인구 예측
오진호 교수  한밭대학교 수리과학과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복잡계 네트워크 기반 정책연구
김대용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격자통계를 통한 광역 통계권역 설정: 노인 생활 취약지역의 탐색을 사례로
홍성연 교수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토론: 최바울 실 장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김수영 과 장  통계청 인구동향과
15:40～15:50

Coffee Break

종합토론 : 데이터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
15:50～17:00
(70분)

좌장: 전영일 원장  통계개발원

 국가통계의 도약과 선진화 – 통계개발원 15주년 중장기 추진전략
최재혁 사무관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토론: 유종일 원 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석호 교 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윤정식 단 장  기획재정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E-paper 세션

심포지엄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붙임2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기조강연 발표자료 요약

2021년 9월 29일(수)
기조강연 1
 Providing Access to Confidential Research Data
Jerry Reiter 교수  듀크대학교 통계과학

대규모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정부 기관 및 기타 데이터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성을 유지하고, 분석 및 목적에 유용하며,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관리자가 재현 자료, 즉 통계 모델에서 시뮬레이션된 데이터를 생성 및 배포
하는 동시에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서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통합 시스템을 소개한다.
본 시스템에 대한 사례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종단 데이터에 대한 재현 자료와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인종과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명한다.

(사례 분석 요약)
여성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현자료에서 백인의 임금 대비 타 인종의 회귀
계수가 대부분 음수가 나왔지만, 흑인만이 양수가 나왔다. 이 재현자료에서 도출된 값의
신뢰성을 검증해 본 결과, 평가측도가 0.003이 나온 흑인 회귀계수의 경우 신뢰할 수 없음이
나타났다. 흑인 여성의 참 계수(비밀자료의 회귀계수)가 –0.003인 것으로 보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재현자료 및 검증서버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

* 급여차이 원인에 대한 재현자료와 비밀자료의 회귀분석 결과 비교
(Synthetic: 재현자료 회귀계수와 t-value(괄호안), Confidential: 비밀자료 회귀계수와 t-value(괄호안),
Mode of r: 평가측도)

 초대규모 AI시대 그리고 네이버 HyperCLOVA
하정우 소장

 네이버 AI 연구소장

2010년대 초반 음성과 이미지 인식에서 보여준 딥러닝의 놀라운 성과와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이제 기술을 넘어 사용자들의 일상
생활의 많은 곳에 녹아들어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AI 연구트렌드는 모델, 데이터, 인프라 모든 측면에서 “초대규모”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디바이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멀티모달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2017년 구글에서
공개한 Transformer 모델의 대량의 데이터와 스케일업이 용이한 특성, 그리고 폭발적인
데이터를 사람의 어노테이션 없이도 학습이 가능토록 한 self-supervised learning 학습
기법의 발전, 이러한 초대규모 모델과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GPU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인프라기술의 발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2020년 OpenAI가 공개한 이후 GPT-3[4]는 전 세계 많은 AI 연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다. 특히 1750억 개 매개변수를 가진 GPT-3가 보여주는 매우 다양한
자연어이해 및 생성 태스크에서 추가적인 fine-tuning 학습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in
context few-shot learning을 통해 기존 모델 수준의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학습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GPT-3는 학습데이터의
대부분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 비중은 0.016%에 불과하여 한국어로 된 데이터나
문제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GPT-3의 뛰어난 성능을 고려하면 국내의 사용자들에게 혁신적 기술과 AI도구 제공을
위해 수백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한국어 중심의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네이버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 AI주권 수호 관점에서 2020년 9월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한국어 중심의 데이터 구축 그리고 연구를 통해 초대규모 한국어
생성 언어모델인 HyperCLOVA를 개발하고 지난 5월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최신 초규대규모 AI 기술 연구 트렌드를 소개하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를 중심으로 초대규모 AI 시대 경쟁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GPT-3 모델의 소개 및 성능>

2021년 9월 30일(목)
기조강연 2
 데이터 중심 디지털경제의 도래
민원기 총장  한국뉴욕주립대

1965년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18개월마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무어의 법칙을 발표한 이후 놀랍게도 50년이 넘는 기간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무어의 법칙대로 확대해 왔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연산 능력은 1970년대
슈퍼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과거 전통
경제에 적용되는 '수확체감 법칙'과는 다른 '수확체증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경제
도래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렀다. 노동, 자본, 토지가 기본 3대 요소를 차지했던
전통 경제에서 데이터, 자본, 기술이 주축을 이루는 디지털경제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의 온라인 데이터가 오프라인 삶을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경제와 전통경제의 차이를 분석하고, OECD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분석한 7개의 벡터- Scale without mess, Panoramic scope,
Speed: Dynamics of time, Intangible capital, Transformation of space, Empowerment
of edges, Platforms and ecosystems –를 소개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양상도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속도는 더 빨라져, 미국 이커머스의 경우 10년 성장률에 달하는
수치를 코로나19 직후 3개월 만에 달성했다. 화상 회의 플랫폼인 Zoom의 사용 시간은
2020년 3분기 대비 2021년 3분기에 3,300%로 치솟았고, MOOC 플랫폼인 Coursera도
2020년 4월 한 달 만에 신규 가입자 수가 15배 늘어났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의 확대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코로나19 시기 이후 이커머스 시장(US)의 성장>

 Encouraging Evidence-Based Policymaking in Practice around the World
Nick Hart 대표  미국 Data Foundation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개념은 전 세계 연구 및 평가 커뮤니티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얻었지만, 의사결정자가 증거기반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발표에서는 미국이 지난 4년간 증거기반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노력을 소개한다.
2016년 미국 의회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관한 독립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을 의결
하였고, 구성된 독립 위원회(EBP)는 정보기반 의사 결정과 정부 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증거생성 및 활용을 목표로 다음의 연구수행 5원칙을 수립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Privacy), 2. 엄밀성(Rigor), 3. 투명성(Transparency),
4. 겸양(Humility), 5. 역량(Capacity)
위의 원칙을 기반으로 3가지 핵심테마를 지정하였다.
1. Capacity Building and Planning, 2. Open Data and Governance,
3. Confidential Data Protection and Access
이러한 테마의 이행을 위해 미국은 국가정보보호국 설립 등을 지원하는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은 미국의 노력과 더불어,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모범사례와 이를 통한 교훈을
제시한다. 미국의 장애보험제도(SSDI)의 경우 2015년 재원 부족으로 인한 파산위기
상태였지만,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 리더의 발굴, 2. 정보교류를 위한 중개자, 3. 증거기반정책의 법제화,
4. 지속적인 학습, 5. 핵심질문에 대한 논의와 합의,
6.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 7. 기술 혁신, 8. 정략적 계획
현재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미국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증거기반정책 연구수행 5원칙과 미국의 사례를 통한 핵심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