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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배경

▶ Google은 자사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 TensorFlow에서 단 4~5행의 코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 모델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듈
‘TensorFlow Privacy’를 무료 공개
• Google이 TensorFlow Privacy를 공유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 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onvention 108) 위원회는 2019년 1월 28일
‘정보보호의 날(Data Protection Day)을 맞이하여 발표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PROTECTION)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의 책임성을 강조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며, △데이터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주체의 유의미한 통제를
허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
• 이에 앞서, 유럽데이터보호기구인 EDPS(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는 2018년
3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보급 확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담은 의견서(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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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 EDPS Opinion on online manipulation and personal data)를 발표
- 의견서에서 EDPS의 지오반니 부타렐리(Giovanni Buttarelli) 위원장은 인공지능 관련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1

Google의 Tensorflow Privacy

(1) Tensorflow와 Tensorflow Privacy 개요

▶ TensorFlow는 머신러닝 응용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도구로서, 스타트업과 외부 개발자들도
머신러닝 기반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Google은 2015년 11월 10일 머신러닝 핵심 소프트웨어인 TensorFlow를 오픈소스로
개방한 바 있으며,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를 활용해 텍스트, 오디오 및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 등의 프로그램을 작성
• TensorFlow는 어떠한 딥 러닝 애플리케이션에도 활용 가능할 만큼 범용성이 크고,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와 아키텍처에서 실행되는 것이
특징
• 또한 오픈소스 특성에 따라 누구나 TensorFlow를 무료로 사용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해 코드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한편, Google이 TensorFlow를 무료로 공개하는 것은 전 세계 머신러닝 개발자들을
Google 생태계로 흡수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는 분석도 제기

▶ TensorFlow Privacy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손쉽게 교육
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수학적 기반이 없어도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
• 표준 TensorFlow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개발자라면 인공지능 모델의 아키텍처, 인공지능
훈련 절차 및 프로세스를 변경할 필요도 없어 편의성이 높은 편
• 이와 관련, Google은 머신러닝이 개인의 사진이나 이메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TensorFlow Privacy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갖춘 머신러닝 모델을 위한 기술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2

1 https://edps.europa.eu/press-publications/press-news/press-releases/2018/edps-advocates-extension-scope-protection-afforded_en
2 https://venturebeat.com/2019/03/06/google-releases-tensorflow-privacy-a-library-for-training-ai-models-with-strong-privacy-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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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은 개발자들이 TensorFlow Privacy를 통해 다른 머신러닝 도구에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추가하고 해당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
• TensorFlow Privacy가 간단한 코드 변경과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3에 대한
튜닝만으로 활용 가능하게 만든 것 역시 쉽고 빠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 TensorFlow Privacy 개발 툴은 GitHub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으며, Google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위한 기술백서도 배포
• 한편, Google의 TensorFlow Privacy에 앞서 Intel도 인공지능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HE-Transformer 도구를 오픈소스로 공개

(2) Tensorflow Privacy와 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 TensorFlow Privacy를 도입하는 개발자들은 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
• 차등정보보호는 개인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의 수많은 데이터와 조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서4,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 훈련된
인공지능이 해당 개인식별정보(PII)를 인코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
• 이에 따라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재식별화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
- 실제로 Apple은 개인정보가 아닌 스마트폰 사용자의 일반적인 사용 패턴만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적 행동 패턴에 관한 유용한 정보만을 추출하며,
노이즈 주입 등의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산시켜 개인정보 노출을 어렵게 만드는 등
차등정보보호 방식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례
- Google 역시 Gmail의 자동응답 기능인 ‘스마트 답장(Smart Reply)’에 차등정보보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답장 문구를 제안하면서도 수집된
개별 내용에 포함된 개인 데이터는 다른 사람의 이메일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호
• 단, 차등정보보호 기법에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 중에서 관련성이 높거나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몇 가지 단점이 있음

3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튜닝 또는 최적화 해야 하는 주변수가 아니라, 학습 진도율이나 일반화 변수처럼, 사람들이 선험적
지식으로 설정을 하거나 또는 외부 모델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변수를 의미함 (출처: Engear)
4 출처: "빅데이터 시대..개인정보보호 위해 '차등보호' 필요", 뉴스1,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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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창출 기회 못지않게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개인정보보호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Tensorflow Privacy는 개발 단계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
• 특히 복잡한 파라미터들을 튜닝하고 데이터를 증강해 알고리즘을 다듬는 등의 전문적이고
번거로운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다양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대중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
• 인공지능 분야는 음성 검색 및 스마트 스피커,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광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영상 감시 기능 등 개인정보침해 우려를 야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다는 점에서, 오픈소스 머신러닝 플랫폼에 Tensorflow Privacy와 같은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고무적
• 단, 인공지능 기술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데이터 환경이 필요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Tensorflow Privacy가 단 몇 줄의 코딩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경과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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