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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s) 중 하나로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DP)’에 대한 관심 확산
• 차등 프라이버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세트(data set)에 임의의 노이즈(noise)를 삽입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법
- 대규모 데이터세트에서 개별 주체들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애플(Apple)이 2017년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비서 훈련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차등 개인정보보호 기법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차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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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인구통계국(The Census Bureau)이 2018년 인구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Disclosure Avoidance for Block Level Data and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n Public Tabulations)로 차등 프라이버시 적용을 공표하는 등 기술의 적용
사례 증가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2020년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10대 혁신기술(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20) 중 하나로 ‘차등 프라이버시’ 선정
• 이처럼 기존보다 더 많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차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자사의 인공지능 전략에 차등 프라이버시 접목
• 페이스북(Facebook)이 2020년 9월 파이토치(PyTorch)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새로운 고속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오파쿠스(Opacus)'를 발표하는 등 최근 인공지능
환경에서 차등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보 가속화

▶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딥러닝(Deep Learning)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에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DP)’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추가
•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세트(data set)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
• 차등 프라이버시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privacy)’1에
대한 일종의 수학적 정의로서, 데이터에 익명성을 더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특징
- 데이터를 로컬 머신러닝 모델에 공급하기에 앞서 소량의 노이즈(noise)를 주입하고, 이를
통해 악의적인 행위자가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에서 원본 파일을 추출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
- 이러한 노이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서 개별 예제에 포함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숨기는 역할을 하지만,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처리 과정에서 진짜 데이터가
노이즈와 섞이면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약점도 존재

1 여기서는 ‘개인에 대한 특정한 비밀로 유지하는 기능’을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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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세부 정보가 아닌 일반화된 패턴을
인코딩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 데이터를 충분히 익명화하면서도 데이터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등 프라이버시 방식에 적용되는 노이즈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관건
• 이와 관련, 본 고에서는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정확도와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오픈 소스 공개 현황 검토

2.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의 특징

▶ 차등 프라이버시는 개인 데이터를 다른 사람의 수많은 데이터와 조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해당 개인정보를 재식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
•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프라이버시 노출(개인정보보호 손실)의 위험을 정량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수학적 증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장하는 기법으로 주목
-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의 연결(matching or linkage)을 통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2, 이러한 노출 위험을 측정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을 막는
도구 필요
- 이에 따라, 한 개체가 전체 자료에 추가로 포함될 때 증가하는 노출 위험을 ‘차등 프라이버시’로
정의하고 그러한 위험을 수학적으로 측정하며 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이즈 데이터(noise data) 주입
-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이처럼 자료에 변형을 가하는 것을 노출 제한(disclosure
control/limitation)이라고 하며,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재식별화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

• 개인 데이터를 다른 사람의 수많은 데이터와 조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 훈련된
인공지능이 해당 개인식별정보(PII)를 인코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

2 예컨대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예측모형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모형노출’의 위험이 증가. 이와 관련,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는 차등 프라이버시가 이러한 모형노출의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예시를
인용하고 있음: “Terry Gross는 리투아니아(Lithuanian) 여자의 평균키보다 2인치가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어떤
자료가 국가별 남녀 평균키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Terry Gross의 정확한 키가 노출된다. 공개되는 자료가 증가하고
빅데이터와 같이 자료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전통적인 노출의 도구인 자료 연결(data matching)과 함께 추론과 모형을 통한
노출도 증가할 수 있다. (출처: 2017 NAVER Privacy White Paper: 인공지능과 정보보호,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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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으로 제어된 데이터는 노이즈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확성이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에 유의

▶ 일반적으로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에 따라 로컬 개인정보보호(local
privacy)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global privacy) 두 가지로 구분
• 로컬 개인정보보호 방식에서는 각각의 개별 데이터에 노이즈가 추가된 후 해당 데이터들을
애그리게이터(aggregator)가 수합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방식에서는 큐레이터(curator)가 여러 사람의 원시 비공개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노이즈를 추가하여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

그림1_노이즈 주입 주체와 주입 시점에 따른 차등 프라이버시의 두 가지 방식

출처: Accessnow.org

▶ Google, Microsoft, Facebook는 차등 프라이버시의 통계적‧이론적 접근방식을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에서 차등 프라이버시 오픈소스를 제공

3. 글로벌 기업의 주요 지원 사례

(1) Google의 TensorFlow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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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은 개발자들이 자사의 머신러닝 학습 및 개발 프레임워크 TensorFlow3의 TensorFlow
Privacy 모듈에서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Google 제품에 사용되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TensorFlow는 2015년 11월
10일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TensorFlow Privacy 모듈은 단 4~5행의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인공지능
모델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 Google은 2019년 3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개인 데이터의 침해 위험을 줄이면서도
개발자가 머신 러닝 프로젝트에서 더 높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형태의
TensorFlow Privacy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공개4
•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24일에는 다양한 머신러닝 분류기(machine learning
classifiers)의 개인정보보호 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TensorFlow Privacy용 실험
모듈(experimental module) 공개

▶ 새로 도입된 TensorFlow Privacy 모듈은 멤버십 추론 공격(membership inference attacks)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재접근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 특징
• 멤버십 추론 공격 방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일반 데이터까지 차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침해 대상이 되는 특정 샘플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분류기를 구축(build)하여 적용
• 이를 통해 해당 데이터세트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입력 샘플이 아닌 출력된 취약점
데이터만 제공하는 블랙박스(black-box) 테스트 모듈 방식을 통해 내부 알고리즘을
악용할 가능성 차단
• TensorFlow 프레임워크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향상을 위한 Google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설계 원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

3 TensorFlow는 기계학습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며, 문자·음성·이미지 인식 알고리즘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TensorFlow에 대해서는 선대(先代) 인공지능 시스템인 DistBelief보다 유연한 툴이라는 평가
4 https://blog.tensorflow.org/2019/03/introducing-tensorflow-privacy-lear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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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_멤버십 추론 공격(membership inference attacks) 개요

출처: TensorFlow 블로그(2020.6)5

(2) Microsoft의 White Noise

▶ Microsoft는 2020년 5월 ‘Build 2020’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배포·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Azure Machine Learning 플랫폼에 차등 프라이버시 적용을
위한 ‘WhiteNoise’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
• Harvard Institute for Quantitative Social Science and School of Engineering의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개발 한 WhiteNoise 툴킷(toolkit)은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
• WhiteNoise는 개인정보보호 상태에서 쿼리(query)와 통계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차등 프라이버시가 적용된 알고리즘 및 메커니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라이브러리는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
• WhiteNoise는 Microsoft의 Azure 플랫폼과 GitHub의 오픈소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Microsoft는 WhiteNoise를 통해 여러 병원들이 환자 개인정보보호 유출 우려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암 치료를 위한 예측 모델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Microsoft는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을 적용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설명 가능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의 일환임을 강조
• Microsoft는 Azure Machine Learning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외에도 인공지능의
편향성 감지를 위한 도구 개발, 인공지능 윤리 체크리스트, AETHER (Ethics and Effects
5 https://blog.tensorflow.org/2020/06/introducing-new-privacy-testing-libr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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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gineering and Research)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투명성 강화 추진
• 이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요구에도 부합하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
- Microsoft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알고리즘 모델을 더욱
쉽게 설명·이해·보호·제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3) Facebook의 Opacus

▶ Facebook은 2020년 9월 9일 차등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PyTorch 모델에 학습시키기 위한
고속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Opacus를 오픈소스로 공개
• Opacus의 목표 역시 Google이나 Microsof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 샘플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표준 PyTorch 최적화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수행
• Opacus의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DP-SGD(Differentially Private Stochastic Gradient
Descent)6로서7

이는

데이터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인공지능

모델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그라디언트(gradients) 기울기 조정을 통해 학습용
데이터세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8 그라디언트에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용 예제를 기억하는 것을 방지
• Facebook에 따르면, Opacus는 PyTorch에서 오토그라드(Autograd) 후크를 활용해 샘플
당 배치된 증감도(gradient)를 계산함으로써 기존의 차등 프라이버시 라이브러리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구현
• Opacus 라이브러리는 PyTorch와 함께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므로 추가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없이 평소처럼 배포할 수있는 표준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고, 보안에
중요한 코드에 대해서는 GPU에서 고속으로 처리되고 암호적으로도 안전한 의사난수
생성기(pseudo-random number generator)를 사용

6 Gradient Descent 최적화 알고리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참조: https://ruder.io/optimizing-gradient-descent/index.html
7 https://ai.facebook.com/blog/introducing-opacus-a-high-speed-library-for-training-pytorch-models-with-differential-privacy
8 이와 관련한 Facebook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The core idea behind this algorithm is that we can protect the
privacy of a training dataset by intervening on the parameter gradients that the model uses to update its
weights, rather than the data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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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은 Opacus를 통해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에서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을 더 쉽게
채택하고 실전에서 차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Facebook은 Opacus와 같은 PyTorch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강화된 리소스를
더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하고 머신러닝 관련 엔지니어들이 보안 커뮤니티와의 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Facebook의 Opacus 발표는 차등 프라이버시 관련 리소스를 강화 및 개방해온 Google과
Microsoft의 행보에 뒤이은 것으로, 오픈소스에서 차등 프라이버시 기능 활용 기회 확대

4. 시사점

▶ 차등 프라이버시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세트 투입 및 학습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되 출력 결과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없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발 관행 확대에 기여
•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와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의 양립을 요구하는
개발자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자사의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및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차등 프라이버시 기능 지원
• 이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훈련 과정에서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과 학습된 모델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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