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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 환경은 수많은 데이터의 조합으로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제조건은 데이터의 공개  공유․개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

가 포함되어 법 ․도덕 인 문제나 공개된 정보의 범죄 활용 등 2차 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데

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에 한 익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익명화된 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결

합을 통하여 재식별되어 비익명화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공개 시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개하기 에 재식별성에 한 험을 평가하는 테스트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방법론은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3가지 과정  테스트 벨 설정과 익명화 시 고려해야 할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안 한 데이터 공개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시

에 개인정보에 안 한 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기존에 보

유하고 있던 데이터에 한 공개  공유․개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경우, 법 ․도덕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며, 공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등 2차 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공개함에 있

어서 개인정보를 최 한 삭제하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

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하여 개인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것을 익명화(anonymization)라 한다. 

하지만 익명화 기법을 이용하더라도, 익명화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하여 재식별(re-identification)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비익명화(de-anonymization)라 한

다. 실제 비익명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

로, 익명화된 진료기록과 투표인명부가 결합되어 미국 메

사츠세츠 주지사의 진단내역과 처방기록을 알아낸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AOL, 넷 릭스(Netflix)와 같은 민간 

기업에서도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개했다가 비익명화되어 

공개된 데이터를 다시 비공개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처럼 데이터 공개 시 익명화된 데이터가 

재식별이 가능한 비익명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익명화된 데

이터를 공개하기 에 재식별성에 한 험을 평가하는 

테스트 방법론을 제안한다. 논문의 2장은 미국과 국에서 

발표된 데이터 익명화 련된 가이드를 살펴보고, 3장은 

안 성 테스트 방법론을 제안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결론 

에 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공개될 

데이터에 한 사  비익명화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

하여 개인정보에 보다 안 한 데이터 공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이러한 환경 조성을 통하

여 빅데이터 시 에 개인정보에 안 한 데이터 공유와 개

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한다.

2. 데이터 익명화 련 가이드

   데이터 익명화와 련하여, 국의 정보감독 원회

(ICO)와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인권사무소(OCR)는 데이터 

익명화와 련된 가이드를 발표했다.

2.1 국 정보감독 원회

   국 정보감독 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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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ICO)는 데이터 익명화에 한 실행 규칙(Code of 

Practice)  사례연구를 발표하고, UK Anonymisation 

Network(http://www.ukanon.net)를 통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익명화와 련된 제  사례연구에는 

USRC(University of Stevenham Research Centre)의 보

건 연구부서가 실제로 수행한 개인 데이터 집합의 익명화 

변환  사용에 한 연구 결과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익명화가 필요한 사례 연구(Case Study) 11가지 분야에 

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 ICO Southamption 학의 

문가들이 작성한 익명화 기술의 실용 인 제(Practical 

examples)를 3가지 측면(데이터 정리, 데이터 교란, 비데

이터 교란 기법)에서 총 11가지로 제시하 다. 데이터 정

리(Data Reduction)은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는 방법이

고, 데이터 교란(Data Pertubation)은 데이터의 내용에 노

이즈를 첨가하는 방법이며, 비데이터 교란 기법

(Non-Pertubation Methdos)는 샘 링 등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한 익명화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하여 재식별(re-identification)되는 과정에서 

험(Risk)평가를 한 방법으로 “Motivated Intruder Test”

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테스트 방법은 일반 인 테

스트 방법에 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사례연구4(Case 

Study4)의 투표인 명단 등의 공고정보를 활용하여 재식별

의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

2.2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인권사무소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인권사무소(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OCR)는 건강보험 이송  지 에 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에 

제시된 라이버시 규칙을 기반으로 의료 개인정보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HI)의 익명화 방법 가이

드를 발표하 다. 데이터 익명화 방법으로 문가 결정 방

법과 세이 하버 방법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문가 

결정 방법은 문가가 식별을 통한 험을 최소화하기 

해 통계 , 과학  기법을 용하는 것이고, 세이 하버 

방법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 화번호, 메일주소, URL, 

IP 등 18개의 개인 식별자들에 하여 익명화 등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이다. 세이 하버 방법의 구체 인 로, 주

소의 경우 특정 도시 이하는 익명화 는 ZIP 코드의 일

정부분 익명화 등을 하거나, 생년월일의 경우 나이가 89세

보다 많은 경우 90세 이상 등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한 양극단에 있는 결과 값을 95% 는 99%선의 값으

로 체 하거나 사회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진

단명은 삭제하는 방법들을 시로 나타내고 있다.

3. 익명화된 데이터의 비익명화 테스트를 통한 데

이터 안 성 테스트 방법론

   익명화된 데이터에 하여, 비익명화가 가능하여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을 정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익명화 테스트를 통

한 데이터 안 성 테스트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

법론은 크게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3가지 과정과 이와 

련된 테스트 벨 설정  익명화 시 고려해야 할 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테스트 과정의 첫 번째는 안

성 테스트를 한 검색 기 을 설정하는 과정이고, 두 번

째 과정은 테스트를 수행하기 한 검색 범 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익명화된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들과의 연결 포인트를 찾는 과정으로 세 번째 과정

을 통하여 익명화된 데이터는 비익명화 된다. 이와 같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

한 조건에 따라 테스트 벨을 정하고 테스트를 하는 

벨 설정이 필요하며, 한 익명화 단계부터 비익명화를 고

려해야 한다. (그림 1)은 안 성 테스트 방법론을 도식화 

하여 간략히 표 한 것이다.

(그림 1) 비익명화 테스트를 통한 안 성 테스트 

방법론

3.1 안 성 테스트를 한 검색 기  설정 과정

   안 성 테스트를 한 검색 기 은 익명화된 데이터 

셋의 필드 값을 이용하여 검색 기 을 설정하고, 각 데이

터 셋의 실제 익명화된 값들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익명화된 데이터 값들을 조합하여, 특정 그룹을 유추하고 

해당 그룹에 하여 실제 연결과정을 통한 비익명화 가능

성을 단 할 수 있다. 조합되는 필드 값이 많고, 필드의 

간격이 좁을수록 쉽게 비익명화 될 수 있다. 를 들어, 

검색 기  필드를 지역, 나이, 성별로 선택하고 세부 검색 

기 으로 지역이 ‘제주도’ 이고 나이는 ‘20  후반’, 성별은 

‘남성’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 해당 조건에 맞는 사람

은 체 인구에 비하여 크게 어 들 수 있고, 어든 

상을 통하여 비익명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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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 성 테스트 검색 수행 범  설정 과정

   안 성 테스트를 해 익명화된 데이터와 연결되는 데

이터에 한 검색을 수행할 범 에 한 설정을 한다. 설

정된 데이터의 범 에 한 시는 <표 1>과 같다. <표 

1>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크게 4가지의 종류로 분류하

다.

데이터 

역
설명

공개
공개된 공공정보, 웹사이트, 도서 , 신

문  문헌 등의 데이터 역

소셜

트 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 네

트워크 상에 있는 데이터 역으로 소셜 

네트워크 별로 로그인된 사용자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범 가 다름

조건부

공개

검색 시,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근하여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역

원본

익명화되기 이 의 원본 데이터 역으

로 원본 데이터를 키 값으로 다른 데이

터와의 연결을 통하여 검색을 수행

<표 1> 데이터 역 구분 시

3.3 익명화 데이터에 한 비익명화 연결 포인트 

찾는 과정  테스트 진행

   실제로 비익명화를 수행하는 과정은 3.1과 3.2를 통하

여 수행된 검색을 통해 검색된 데이터 간에 연결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연결되는 데이터 값의 포인트는 

바로 “고유식별가능정보”가 된다. 이 값은 고유식별 정보

가 될 수도 있으며, 고유식별이 가능한 정보도 될 수 있

다. 를 들어, “홍길동” 이란 이름은 생년월일, 성별, 지

역정보 등과 결합될 경우 유일한 사람이 존재하여 고유식

별값이 되지만, “홍길동” 이란 이름 자체는 여러 명이 존

재할 수 있어 고유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된다. 즉, 특정 

범 의 데이터가 아닌 명확히 구분되어 질 수 있는 정보

는 비익명화가 가능한 연결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이 정

보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며 비익명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테스트의 수행은 3.4 에서 설정된 

테스트 벨에 따라 수행한다.

3.4 데이터 익명성 검증을 한 안 성 테스트 

벨 설정 방법

   데이터 익명성 검증 테스트 벨을 설정하기 하여 

“검색 기 ”, “검색 범 ”, “테스트 방법”, “테스트 주기”등

을 고려하여 테스트 벨을 설정한다. 테스트 방법의 로 

랜덤하게 추출된 코드에 해서 검색하여 테스트를 하

거나 모든 코드에 하여 검색하여 테스트 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를 들어, 특정 병원을 다녀온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 등)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경우를 

가정하여 검색하여 테스트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

다. 테스트 주기는 최 의 1회만 테스트, 일정 간격(일, 

주, 달, 분기, 년)으로 테스트, 데이터 업데이트 시 테스트

(삽입, 삭제 등이 일어나는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러한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안 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 은 테스트 벨을 설정하고, 각 벨별로 실제 테스트

를 수행한다.

3.5 익명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익명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첫 번째는 바로 익명화 

방법이다. 를 들어, K-익명화를 진행할 경우 K값에 

한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K-익명화에서 K값을 찾는 

일반화 과정은 NP-Hard 문제로 매우 어렵고, 모든 데이

터가 동일한 익명화 방법을 통하여 익명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개 될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맞는 익명화 기법

을 선택하여 익명화를 해야 한다. 한, 익명화 단계에서

부터 비익명화에 한 고려를 통하여 데이터 익명화를 수

행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안 성 테스트 방법을 수행

하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을 조기에 반 하여 데이터 

비익명화가 어렵도록 만들어, 안 한 데이터 익명화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 본 방법론을 활용하

여 실제 테스트에 한 진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 들이 향후 다른 데이터에 한 익명화시 고려되어 

익명화 단계에서부터 안 한 데이터 익명화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비익명화 가능성이 

높은 코드는 데이터 공개 시 삭제할 수 있으나, 데이터 

삭제 시 공개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 이 존

재한다. 따라서, 비익명화 가능성이 있는 코드의 실제 

데이터 제공자에게 별도의 동의 등을 받아, 비익명화에 

한 험성을 알리고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데이터를 공개

하고 아닌 경우는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데이터가 안 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시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

개하기 에 재식별성에 한 험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안 성 테스트 

벨을 설정하고 벨에 따른 검색 기  설정, 검색 범  설

정, 비익명화 연결 포인트 찾기 등을 수행하여 실제 익명

화된 데이터에 하여 비익명화 테스트를 통해 개인정보

에 한 안 성을 테스트 할 수 있다. 제안된 안 성 테스

트 방법론을 통하여,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에 한 

보호가 이루어진 데이터 공유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에 한 부담으로 데이터 공유․개방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 에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테스트 수행 결과에 한 공유를 

통하여, 보다 안 한 데이터 공개 환경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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