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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관 통계청장, 수리․통계혁신연구소 초청 기조연설
-‘정부통계의 허브(Hub)와 스포크(Spoke) 모델’주제 강연 -

□ 류근관 통계청장은 2. 7.(화)~2. 12.(토)(05시~08시 40분, 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수리․통계혁신 연구소」(IMSI ) 주최 워크숍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하였다.
*

* Institute for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Innovation: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으로, 사회 및 과학 문제에 수학과 통계를 적용하고 변혁을 촉진

○ 「암호화 데이터의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비노드 바이쿤타나탄(Vinod Vaikuntanathan) MIT 교수, 크리스틴 라우터
(Kristin Lauter) 페이스북 AI센터 국장, 샤이 할레비(Shai Halevi)
알고랜드재단 연구위원을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이 모여,
○ 머신러닝 등 혁신적인 인공지능(AI)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 현안 문제 해결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류 청장은 ‘정부통계의 허브와 스포크 모델 ’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연계․결합․활용하는 통계청의 통계
체계를 소개하고, 그 적용사례 및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류 청장은 현재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자료를 연계하는 K-통계체계의
데이터 보안 향상을 위해 동형암호 차등정보 재현자료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행정자료 이용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통계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와 경기도의 중소사업체 정보를 암호화상태에서
연계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소규모사업체의 생존분석을
실시한 파일럿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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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청장은 K-통계체계 발전을 통해 정부기관간 데이터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 가치를 최대화하여 증거기반 정책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활용된 기술은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일자
(한국시간)

일자별 워크숍 주제 및 발표자

세션주제

기조연설 및 참가자
∘의장 : 비노드 바이쿤타나탄(MIT)
∘기조연설 : 유리 폴라코프(듀얼리티 테크놀러지) : 기능적
부트스트래핑의 최근 동향

2.8.(화)

동형암호

∘발표 및 토론 : 다니엘 산체스(MIT), 안정호(서울대학교),
치라그 후베카르(아날로그 디바이스), 샤이 할레비(알고랜드
재단)
∘워크숍 시간 : 05:00 ~ 08:40
∘의장 : 천정희(서울대학교)
∘기조연설 : 헤더 정(시카고대학교) : 포토 클로킹 개인정보

2.9.(수)

적대적
머신러닝

보호 구축 툴 경험
∘발표 및 토론 : 브랜든 리진(뉴욕대학교), 웨이 다이(마이크
로소프트 리서치), 이광근(서울대학교)
∘워크숍 시간 : 05:00 ~ 08:00
∘의장 : 크리스틴 라우터(페이스북)
∘기조연설 : 샤오첸 장(텍사스대학교) : 인간게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평가를 위한 커뮤니티 노력

2.10.(목)

생물의학 활용

∘발표 및 토론 : 조훈(브로드 인스티튜트), 장피에르 호보(스
위스로잔공대 교수), 감제 구르소이(콜롬비아대학교),
김미란(울산과학기술원)
∘워크숍 시간 : 05:00 ~ 08:30
∘의장 : 천정희(서울대학교)
∘기조연설 : 류근관(통계청) : 정부통계의 허브와 스포크 모델

2.11.(금)

동형암호 활용

; 데이터 연계와 보안
∘발표 및 토론 : 브라이언 앤써니(MIT), 킴 레인(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황승원(서울대학교)
∘워크숍 시간 : 05:00 ~ 08:00
∘의장 : 크리스틴 라우터(페이스북)
∘기조연설 : 마리아나 레이코바(구글) : 개인정보 보호 분석

2.12.(토)

다자간 계산

∘발표 및 토론 : 로랑 밴 더 마텐(페이스북), 카말리카 초
드후리(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드 캐시(시카고대학교)
∘워크숍 시간 : 05:00 ~ 08:00

붙임 2

사진자료

수리ㆍ통계혁신연구소(IMSI) 주최 워크숍에 참석한 류근관 통계청장

수리ㆍ통계혁신연구소(IMSI) 주최 워크숍에서 K-통계체계 구축을 설명하고 있는
류근관 통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