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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초청 강연

- 차세대 신기술인 동형암호 기법과 차등정보보호 기법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5월 10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필수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ㅇ 이 강연회는 최신 기술인 동형암호기법과 차등정보보호기법의
국내 최고 강사진을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ㅇ

동형암호기법은 암호화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산과
분석이 가능한 정보보호분야의 세대 신기술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송용수 교수가 강연에 나섰고,
4

※ 암호화 발전 단계 : 인증→대칭키암호→공개키암호→동형암호
ㅇ

ㅇ

차등정보보호는 가장 위험한 개인정보 노출 상황 가정하에서도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신개념으로 10여 년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연구에 매진해 온 통계청의 박민정 박사가 맡았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강연장에 입실
하지 못한 직원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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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수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료 이용체계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형암호기법과 같은 최신 기법을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반드시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민정 박사는 “데이터 활용기관은 데이터 관리 이동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위험을 정량적으로 제어하는 차등정보보호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

□ 류근관 청장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정보보호가 필수이기
때문에 최신 암호화 기법에 대한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이번 강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통계청은 데이터 보안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통계시스템 통계체계 을 구축하여 국가 데이터 활용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ㅇ “

(K-

)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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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형암호와 차등정보보호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 4세대 암호기술로 기존 암호화 방법과 달리 암호화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산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수학 기법
◦ 생태정보, 금융정보 등 데이터 보안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
◦ 암호화 후 연산값=연산 후 암호한값 즉, 암호화와 연산 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암호체계
◦ 연산을 위해 복호화는 불필요, 최종 연산 후 필요 시에만
복호화하며 정보보호, 자료이용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 단 하나의 개체만이 차이나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
공할 때, 해당 개체의 노출위험 제어에 관한 수학적 정의
→ 평균을 구하는 경우, n명의 평균과 n-1명의 평균을 비교
하면, 제외된 1명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
→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정한, 가장 강력한 정보보호 수준
◦ 구글, 애플 등에서는 국소(local) 차등정보보호 기술을 이용
하여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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