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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외부 데이터 활용 및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발굴과 사업기회 모색에 대한 관심 고조



데이터산업 환경은 긍정적 요소와 위험요소가 상존
긍정 요소

부정 요소
•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5,6항) 분석과정 중 재식별 금지,

• 개정 데이터3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 확보

재식별 시 형사처벌 / 매출액 3%이하의 과징금 등

• 디지털 뉴딜 정책 등 정부의 데이터산업활성화 지원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4항)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의무 등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신기술 동향을 소개
1. 동형암호기술 기반의 분석 방법
2. 재현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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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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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개요


‘동형암호’ 란?
- 기존 암호화 방법과 달리 암호화 상태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산/분석 등이 가능한 차세대 수학기법
* ‘4세대 암호화 기술’ 로 알려져 있으며, 美 MIT 에서는 10대 차세대 기술로 분류 (2011.4)
* 서울대학교 천정희 교수의 HEAAN 알고리즘은 동형암호의 단점인 연산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세계 선도 기술로 인정받고 있음

- 동형암호의 기술적 특징
* 장점 : 암호화 상태에서 모든 계산 가능 (튜링완전성 만족), 안전성 증명 가능 (양자내성암호)
* 단점 : 암호화 후 데이터 크기 증가, 평문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 느림
<일반 암호 / 개정 3법 內 가명처리방법과의 비교>
일반 암호

v.s

동형암호

암호상태에서 분석不可

암호상태에서 분석可能

- 분석 전 복호화하여
평문상태로 분석

- 분석 전 복호화
불필요
(암호상태로만 분석)

- 암/복호화 Key 관리
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분석단계에서
재식별 위험 및
보안사고 발생 위험

가명처리방법

동형암호

• 엄격한 가명처리시
정보손실 불가피

• 인위적 가공 없으므로
정보왜곡〮정보손실 無

• 재식별〮오남용 가능성
논란

• 재식별〮오남용 위험 無

- 암/복호화 Key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됨

•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회의에 시간소요

 재식별 가능성 無
보안사고 위험 無

 민감정보 활용,
기업간 정보노출
우려 등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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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간소화 가능
 정확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이력 추적,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 등 가능

동형암호 개요


他 프라이버시 보존기술과의 비교

K-익명성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K-anonymity)

(DP: Differential Privacy)

(FL: Federated Learning)

◌ 효율적인 기계학습 가능
◌ 변환과 활용이 효율적

장점

- 다양한 분석 가능

◌ 직관적이고 단순한 과정

◌ 단순 통계 계산 용이
◌ 안전성 정량적 분석 가능
◌ 결과값에서 유출되는

- 사용자별 충분한 데이터
확보 시 효과적

◌ 데이터 직접적 유출 없음
◌ 계산 병렬화 통한

정보 최소화

연산 속도 향상

◌ 비식별화로 인한 데이터

단점

손실

◌ 추가 데이터 활용 시
재식별화 가능성 (Netflix 사례)

안전성
평가
방법

◌ 시행 후 전문가 평가 필요
◌ 데이터 변경 시 재평가

◌ 복잡한 분석(기계학습 등)
수행 어려움

◌ 이종 데이터 결합하여
분석 불가능

◌ 분석 결과값의 정확도
손실

◌ 모델 학습에만 사용 가능
- 예측 및 상관관계 분석 불가

◌ 시행 후 전문가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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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수립 시 평가 필요

동형암호
(HE: Homomorphic
Encryption)

◌ 모든 계산 가능
(튜링 완전성)

◌ 증명 가능한 안전성
(양자 내성 암호)

◌ 데이터손실 최소화
◌ 암호화 후

데이터 크기 증가
◌ 평문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 느림

◌ 표준 동형암호 사용
◌ Key관리 안전성평가

동형암호 기술 동향


동형암호 재부팅 속도의 발전 : 매년 8배
(log scale)

1-bit

Amortized

1bit, 1800s

 1800s → 0.00046s (Amortized)
 300만배 / 7년 = 약 8배/년
1bit, 0.7s
0

1bit, 0.052s
172s, 531bit
320s, 16K bit
(120s, 250K bit)
(35s, 2100K bit)

2011

2013

2014

2015

2016

2018

HEAAN

2020

미 국방부 DARPA 과제: 10x 수준의 HW 가속기 (평문연산대비, 202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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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기술 동향


국제 게놈 보안분석 경진대회 (Secure Genome Analysis Competition)
: 클라우드에서 정보유출 없이 유전정보를 분석 하는 것이 목표

2018 iDASH
IBM등 모든 팀 혜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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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표준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제정
– 세계 최초 동형암호 표준화



ISO/IEC 18033-6:2019(2020. 04.)
– 동형암호 표준 제안
– 수요자에 의한 표준 제안 (by USA with Microsoft, Intel)

※ 2020년 서울에서 동형암호 표준화 회의 개최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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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국제 동향


Microsoft SEAL (2018. 12)
– MS Azure 클라우드 보안
– BFV와 CKKS 스킴 탑재



Intel HE Transformer (2019. 12.)
– Tensorflow 기반 프로그램 자동 변환
– CKKS 스킴 탑재



IBM HELib (2020. 06.)
– MacOS & iOS 버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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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기반 분석 서비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19년 12월, ‘20.7월) KCB의 분석서비스 모델
- 규제 특례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 없이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

암호화 및 결합 단계

Key관리기관

분석 및 활용 단계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⑤결합암호데이터
(익명정보)제공

Key관리기관

④데이터결합&
매칭인덱스삭
제

①암호Key
발급

③분석결과
:암호화상태의
통계값및모형
(개인정보없음)

④분석결과 복호화
:개인정보미포함
확인
⑤분석결과제공
:평문상태

③
③암호화데이터제공
(매칭인덱스포함가명정보)

분석서비스
회사
② 암호화데이터
분석

⑤

①분석요청

①

(결합암호데이터제공)

A사

B사

A사

B사

(예, 금융)

(예,통신)

(예, 금융)

(예,통신)

②데이터 암호화
(암호Key 활용)

②데이터 암호화
(암호Key 활용)

⑥ 분석결과공유/활용

◦ 동형암호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결합 / 분석 전 과정이 복호화 없이 암호화 상태에서 진행
◦ 별도의 Key관리기관을 지정하여, Key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모든 데이터의 복호화 이력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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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기반 분석 서비스 활용 사례


KCB 신용정보 / 국민연금 납부정보 데이터 결합 및 분석 진행



분석 주제 :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방안



분석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분석대상 random 샘플링 : 2,366,543 명 (‘19년 12월 기준)
- KCB 전체 고객 (’19년 12월 기준) 과 JOIN  최종 분석샘플 2,349,639명



주요 분석 결과
- 국민연금 성실납부자(6개월이상 연속 납입)의 리스크수준이 전국민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 현행 최대 17점까지 부여되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을 최대 30점 이상으로 확대적용 가능



동형암호 기술이 상용화 가능함을 확인
- 분석과정 내 데이터 유출 / 재식별 가능성이 차단됨을 확인
* 분석 전 과정이 암호화 상태로 진행

- 분석결과의 정확성, 결합 가능성 등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
* 분석결과로 산출된 수치 (고객 수, 특성 등)가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내용과 유사하게 도출
- 분석 소요시간도 업무 적용 가능 수준임을 확인
* 데이터준비부터 분석종료(보고서 완료)까지 1.5개월 소요, 순수 동형암호 관련 소요시간은 총 2주 미만임
< 동형암호 관련 소요시간 >
암호화

결합

분석

복호화

1~2시간

5분

7일

6시간

- 상기 소요시간은 금번 분석과정 內 동형암호 분석 S/W 가동시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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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기반 분석 서비스 활용 사례


관련 기사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61644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16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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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기술의 응용


이종기관 간의 데이터 결합 (금융/보험, 유통/마케팅, 의료 등)
– 데이터 결합 활용 시 데이터 오남용 우려 해소 (데이터 활용 관련 상호 신뢰를 구조적으로 확보)
– 빅데이터플랫폼 등에서 동형암호 형태로 데이터 결합 후 활용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 개인정보 유출 없이 통계데이터만 추출
–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 활용에도 효과적 (국민연금과 KCB데이터의 결합활용 사례)



마이데이터 사업
– 동형암호키가 데이터 주권 보호



데이터 보안
– 해킹에 안전 (비밀키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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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명처리 방법 vs 동형암호 방법


가명처리 방법과의 비교
◦ 가명처리 방법 : 평문상태로 데이터 결합 /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분석속도가 빠르며, 분석 편의성이 높으나
데이터 손실 및 분석 과정 내 재식별 / 데이터 유출의 위험성 존재
◦ 동형암호 방법 : 암호화상태로 데이터 결합 /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분석속도가 느리며, 고사양 분석장비가 필요하나
데이터 손실이 없으며, 재식별 /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철저히 차단됨



분석과정 별 비교
가명처리 방법

데이터 추출
/
가명처리

동형암호 방법

- 각 기관 데이터 추출 후 가이드 라인 내
가명화 기법에 의한 가명 조치 수행

- 각 기관 데이터 추출 후 동형암호 기법에
의한 데이터 암호화 수행

 준식별자/특이치에 대한 데이터 처리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발생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암호화 하므로
정보손실 없이 비식별 조치 가능

가명처리 적정성 내부 평가 등
추가 행정절차 필요

복호화 없이 재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적정성 평가 등의 추가절차 필요 없음

- 데이터 전문 결합기관에 의해 평문상태의
가명 데이터간 결합
데이터 결합

이종 데이터간 결합으로 인하여 재식별
가능성 추가 발생 가능
ex : 연령대, 직업군, 거주지 등의 정보가
결합됨으로써 특정 개인 식별가능성 발생

결합정보 반출 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
추가 가명처리 등의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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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문 결합기관에 의해 동형암호화
데이터간 결합
 결합데이터도 암호화 상태로 생성되므로
복호화 없이는 재식별이 불가

결합정보 반출 시 추가 적정성 평가 등의
행정절차 불필요

[참고]가명처리 방법 vs 동형암호 방법


분석과정 별 비교 (계속)
가명처리 방법

동형암호 방법
- 암호화상태의 결합데이터 사용, 데이터분석

- 평문상태의 결합데이터 사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분석 실무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 가능성
존재

평문상태로 작업하므로 별도 분석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분석소요시간이 적음

- 별도의 복호화 과정이 필요 없음
데이터 복호화

 분석자가 분석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

 암호화상태에서 분석되며 분석결과물도
암호문으로 산출되므로, 분석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 가능성 차단

암호화 상태에서 연산하기 위해 고사양의
분석장비 및 대용량 저장매체가 필요
하며, 평문에 비해 많은 분석시간 소요
- 제 3의 Key 관리기관을 통해 분석결과
복호화 수행 후 분석결과 확인
 분석결과의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하여
전체 분석 소요시간이 증가할 수 있음

※ 분석 데이터 Size / 분석장비 사양 비교

데이터 Size (국민연금 모의테스트 사례 기반)
- 가명처리 방법 : 137.6MB (평문 데이터)
- 동형암호 방법 : 1.3TB (암호화 데이터)

분석장비 사양
- 가명처리 방법 : 일반 PC 사용 가능
- 동형암호 방법 : 서버 / 워크스테이션 급 장비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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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현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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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데이터 개요


‘재현데이터’ 란?
- 원본과 통계적으로 유사하나 가상으로 다시 만들어진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 합성(Synthetic)이라는 단어와 같이 원본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만들어진(Artificially) 데이터
* 컴퓨터 기계학습이 주목 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나 국내에서는 통계개발원이 통계적 추론을 위한
재현데이터 활용이라는 개념을 공식으로 소개하면서 ‘재현(再現)’ 데이터 개념이 확산

- 재현데이터의 분류
* 재현데이터는 생성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대상 및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 가능
재현 대상

생성 방식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예시
데이터

이미지 및 음성

일반적 테이블
형태의 자료 구조

IoT 센서 데이터

특징

• 머신러닝 등 최종 데이터
의 품질/성능이 우선

• 원본과 재현데이터간의
• 시계열적 관계를 중점
통계적 속성을 중점적으
적으로 고려
로 고려(분포, 편차 등)

• 저작권 침해 없는 모델
이미지 생성 및 활용
활용목적
(분야)

• 사회경제 연구 단계에서 • 시뮬레이션(예: 원전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
센서 등)이나, 새로운 프
• 자율주행 학습용 사진 등
되는 상황에서 대안정보
로그램, HW 테스트 등
데이터 수집비용이 매우
로 활용
을 위해 사용
큰 경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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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전
재현데이터

특징

• 원본자료의 속성(Label, Feature)
정보 모두를 재현데이터로 생성
• 개별 속성정보간 의존성
(Dependency)을 중요하게 고려

• 모든 속성자료를 재현데이터로 만
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분
민감하지 않은 정보는 그대로 두고,
재현데이터
매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만 재현
데이터로 대체

[참고] 재현데이터 활용분야
원본과 유사한 정형 데이터 생성

이미지(비정형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션용 IoT 센서-시계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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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 관심 주제)

재현데이터 동향(해외)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기반으로 솔루션 및 특화된 재현데이터를 유통하는 전문 스타트업 등장
- 기계학습 및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를 중심으로 재현데이터 기술 사업화 시작
* 종래 미국과 캐나다 센서스/통계청 중심의 학술연구에서 학습용 데이터 생산, 타 분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재현데이터 공급, 관련 솔루션 판대 등으로 확대 중

B

A

A

영국 UCL 수학, 컴퓨터공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2017
년에 창업, 오픈소스 공개 및 재현데이터 생성
솔루션을 기반으로 핀테크 분야 FDS 등 영역에서 사업

B

Global단위 재현데이터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우
수한 결과를 기반으로 2019년 창업
매우 높은 품질의 (재현데이터 기반) 디지털트윈, 자율
주행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공급 등으로 주목

C

2018년 창업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신체 특정 부위(홍채, 정맥, 신체, 귀, 눈) 등에 대해
다양한 재현데이터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H/W 및 다른 스타트업에 판매
하는 사업 추진 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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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데이터 동향(국내)


재현데이터 생성 솔루션을 개발하고 재현데이터를 생산 활용(KCB)
- 개인신용정보를 재현데이터로 생산하여 제공 :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구분석 지원
- 재현데이터 생성 솔루션 제공 : 정형화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현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전용 솔루션(Kai-Syn)

자동화된 재현데이터 생성 솔루션(데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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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데이터 동향(국내)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환경을 고려, 데이터의 Loading부터 전처리 및 재현데이터 생성과 성능 등의 평가
이후 최종 결과물의 저장의 순서 순으로 기능 구현 (KCB)

Data
Load

원본 데이터
불러오기

Preprocess

Generate
Data

Machine
Learning

Similarity
Check

전처리:
날짜, 문자열,
데이터 타입,
결측치, 열 순서

통계적 방법론
(CART알고리즘)
활용한 기본
재현데이터 생성

기본 재현데이터
外, ML 기반의
재현데이터 추가
생성

원본 및 기본 재
현데이터, ML
기반 재현데이터
등의 성능 및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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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tput

최종 결과물
저장

[참고] KCB 재현데이터 특징


Privacy 이슈 최소화
- KCB의 재현데이터 방식은 원본 개인신용정보의 임의잡음(Noise)를 통한 생성이 아닌 분포 기반
모형으로 새롭게 생성되는(Artificially) 정보
예) 원본 : 잠원동 43세 남성 A씨, 연소득 12.8억 → 재현 : 잠원동 40대 남성 甲씨, 연소득 11.4억

재현데이터 모델학습에 활용하는 정보:

•

- 총인원(65명)
- 남, 녀 비율: 53.8%, 46.2%
- 연령대비율: 26.2% ~ 10.8%

예: Raking Weighting 방식으로
재현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

(원본)

해당 분포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추출
(KCB 재현데이터)

(재현)
※ 실제 원본의 개별정보는 활용하지 않음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20대

5

12

17

20대

5

12

17

30대

10

9

19

30대

10

9

19

40대

15

7

22

40대

15

7

22

50대

5

2

7

50대

5

2

7

합계

35

30

65

합계

35

3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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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장점


익명(통계)정보 대비 재가공 및 편집 등 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움
-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처리(예: 파생변수 생성 등) 자유도가 증가
- 검증 결과, 재현데이터로 데이터 분석 및 초기 모형개발 가능함을 확인

데이터 분석
구분

특징

데이터조작
분포비교

단순 집계분석

Data 성질확인(*)

단순 통계모형

데이터
결합

Original

개인단위 신용정보

Flexible

○

○

○

○

○

재현데이터

원분포를 재현한
가상의 재현/마이크로
데이터

Flexible

○

○

○

○

△(*)

익명(집계)
데이터

Privacy Model을
적용한 지역단위
집계정보

Inflexible

X

○

X

X

△(**)

(*)

통계적 추론을 통한 데이터 결합 연구 사례 존재, 또는 가명정보 – 가명정보 결합 後 보다 안전한 데이터 생성을 위해 부분재현데이터 기술 적용

(**)

통계-통계, Mashup 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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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장점


정형데이터를 대상으로 생성된 재현데이터는 원래 데이터의 분포 및 변수간 관계 등이 유지되므로,
재현데이터를 학습 및 연구용 데이터로 활용 가능
- 학습(대학교 등), 연구(연구소 등), 성능테스트(ML학습)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로 활용
* 신용평가모형 개발 학습, 가계부채 추이 분석 등을 위해 마이크로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법적이슈 등 존재
 이럴 경우 재현데이터 활용하여 학습목적 달성 가능

분포 및 기초 통계량 비교

변수간 상관관계 비교
원본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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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재현데이터

재현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장점


재현데이터를 이용한 모형개발 결과는 원본을 이용할 경우 대비 유사한 성능 보임
- 원본과 재현데이터로 각각 모형 개발하여 비교한 결과 1)성능 유사 2) 선택변수 및 중요도 순위 유사
* 분석 데이터 : KCB의 일반적인 모형개발용 데이터

▶ Test용 Binary 모형: Y(주택 보유 여부)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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