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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개체만 다른 두 개의 데이
터베이스를 제공할 때 해당 개체의 노출위험에 대한 정의이며 개념입니다. 강력한 정보보호이지만 대
단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만 자료의 유용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

제1회 사회동향 포럼

프트의 연구진에 의해 제안되었고 구글, 애플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최근
일시 2020. 6. 25. 9:30 ~ 11:40

소개되었고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행방법 홈페이지(www.kostatforum.kr)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한 가상포럼(Virtual Forum)

④ 자료 이용자가 원자료를 받아가는 대신에 직접 데이터 센터에 방문해 원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물을

내용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신종감염병과 관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며, 다수가 이용하기는 어렵

련하여 건강영역의 동향을 중심으로 격차가 심해진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

습니다. 또한 대용량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시
참가대상자 공공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관심있는 전국민 대상

이 경우 별도의 비밀보호를 위한 자료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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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료 제공 플랫폼마다 적절한 통계적 비밀보호 또는 데이터 정보보호 전략을 구사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상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
다. 통계청은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실용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 2020. 6. 25. 13:40 ~ 18:00
진행방법 홈페이지(www.kostatforum.kr)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한 가상포럼(Virtual Forum)

※ 최근 연구자료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국민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올해는 ‘한국의 삶
연도

발간 연구 보고서 제목

의 질 현황’과 ‘청년층의 삶의 질 현황과 측정방안’에 대해서 논의 및 공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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