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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

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 이 있지만 의료인이 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 하게 수집

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계자에 의해 의도 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  고통을 안겨  수 있다. 이러한 라이버시 침해는 유 성 질환 유 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

(Clinical) 는 유 (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한 개인 라이버시 침해의 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라이버시 보호를 해 부당한 고용 차별⦁보험 차별⦁사회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

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계를 제거하는 여

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1. 서론

   진료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하던 과거와는 달리 재 병

원은 부분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하여 장하고 보존하

고 있다. 이는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인데 기존 기록 방법에 비해 작성  리 

등이 용이한 장 이 있다. 반면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세

한 정보가 수집되어 환자의 개인 라이버시 침해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의료정보의 의도 인 유출이 발

생하거나 거래, 복제 등의 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

 고통을 안겨  수 있다. 를 들어, A씨가 앓고 있던 

질병이 후천  면역 결핍증후군(AIDS)이고 A씨의 의료정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301-13-1002)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2-R1A2A2A01046986)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기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2-R1A1A2009152)

†주 자. blueman911@naver.com

‡교신 자, heekuck@gmail.com

보가 의료인을 통해 의약회사나 보험회사에 유출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때 A씨는 하루에 수통의 상담 화를 받게 

될 것이고 원하는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되고, 

회사에 고용되지 못할 수 있다.

  EMR을 작성하는데 환자의 임상 (Clinical) 는 유

(Genomic) 정보가 환자 자신의 신원정보에 연 되어 있

다면 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EMR을 작성하기 에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를 들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목록을 제거하는 데

이터의 비식별성(Deidentify)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나 환자

의 DNA 정보가 의무기록 내용에 남아있는 경우 통계  

정보( 를 들어, 표  국제 질병 분류 코드(standardize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ICD) code))와 임

상  정보를 통해 환자가 재식별(Reidentify)될 수 있다. 

를 들어 <표 1>(a)는 환자의 비식별성에 해당하고 ICD 

코드, 환자의 나이, DNA 서열로 구성된다. 를 들어 두 

번째 코드는 38~40세의 환자가 췌장의 몸통 부분에 악

성 종양을 앓고 있음을 나타내며, GC..A라는 DNA 서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만약 <표 1>(a)의 데이터를 

게시하는 것은 병원 계자가 Tom과 그의 DNA 서열을 

연결하는 EMR에 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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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에 보이는 식별된 EMR이 나이 38~40이고 ICD 코드 

157.1에 기반을 둔 <표 1>(a)의 두 번째 기록에만 연결될 

수 있다. <표 1>(c)는 Tamersoy 등이 제안한 근방법에 

기반을 둔 2-Anomymization으로 Tom은 코드의 첫 번

째 에서 진단코드 157.1이 더 일반 인 코드인 157로 

체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DNA 서열에 연결되어 익명성

을 보장한다.

  본 논문은 의료정보의 라이버시 보호를 해 부당한 

고용 차별⦁보험 차별⦁사회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

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

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해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계

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데이터와 식

별자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익명화(Anonymization)에 련

된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논문의 결론과 더

불어 향후 연구 방향에 한 내용을 작성한다.

 (ICD, Age) DNA

1 (157.1, 33) (157.1, 34) (157.1, 35) CT..A

2 (157.1, 38) (157.1, 40) GC..A

3 (157.0, 38) (157.1, 40) AC..A

4
(157.0, 33) (157.1, 33) (157.1, 34) 

(157.1, 35)
CC..A

5 (157.1, 39) (157.0, 40) GC..C

6 (157.1, 40) (157.0, 40) TG..A

<표 1> Longitudinal 데이터 라이버시 문제

(a) Longitudinal research data

ID Name YOB Service Date ICD

1 Jane 1977 08/16/2008 157.1

1 Jane 1977 09/20/2008 157.1

2 Tom 1965 02/28/2003 157.1

2 Tom 1965 06/01/2007 157.1

2 Tom 1965 07/11/2007 157.1

... ... ... ... ...

5 Bob 1967 09/11/1987 157.0

(b) 식별된 EMR

 (ICD, Age) DNA

1 (157.1, 33) (157.1, 34) (157.1, 35) CT..A

2 (157, 38) (157.1, 40) GC..A

3 (157, 38) (157.1, 40) AC..A

4 (157.1, 33) (157.1, 34) (157.1, 35) CC..A

5 (157.1, [39-40]) (157.0, 40) GC..C

6 (157.1, [39-40]) (157.0, 40) TG..A

(c) 제안된 근방법에 기반을 둔 2-Anomymization

2. 련연구

   A. 계형 데이터

    코드가 속성 당 하나의 값  고정된 속성 개수를 

갖는 계형 데이터에 재식별을 방지하기 한 방법이 있

다. 이 부분에서는 노이즈 추가, 데이터 스와핑, 합성 데이

터 생성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유행병 연구

(Epidemiological Study)와 장유 체연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GWAS)을 포함하는 다양한 

biomedical 연구에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능력을 방해

하는 제한사항이다[1]. 반면 일반화(Generalization)와 억제

(Suppression)에 기반을 둔 방법들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유지한다[2-4]. 이런 방법들은 부분 게시된 데이터의 각 

코드가 식별자(Quasi-Identifiers, QI)에 련된 어

도 k-1개의 다른 코드들과 동일해야만 하는 상태인 

k-anonymity라고 불리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 이런 방법

들은 이진 검색(Binary Search), 클러스터링(Clustering), 

진화  검사(Evolutionary Search), 분할 등 다양한 검색 

방법을 사용한다. Emam 등의 연구는 성공 으로 생체 데

이터에 용한 사례이다.[5]

B. 트랜젝션 데이터

  속성 당 크며 가변인 수( 를 들어, 병원 진단시 환자에

게 할당되는 진단코드)를 가진 기록에서 트랜젝션 데이터

를 고려한다. 이는 한 바이오메디컬 도메인에 재식별을 

래할 수 있다. 비식별된 임상기록은 진단코드의 조합에 

기반을 둔 환자에 연결될 수 있다. 게다가 공개 으로 이

용 가능한 퇴원서와 기록들이 작성된 EMR이 포함된다.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GWAS의 맥락에서 수집된 2700

명의 환자 기록의 96% 이상이 재식별에 향을 받기 쉽

다. 이를 보호하기 해 트랜젝션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몇 

가지 근방법이 있다. Terrovitis 등은 k개의 코드 미

만으로 환자를 연결하여 공격자로부터 방하기 한 휴

리스틱 알고리즘과 k-Anonymity 기법을 제안했다[6]. 이 

모델은 공격자가 트랜젝션의 m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

다. Loukides 등은 환자를 식별하는 진단코드가 GWAS 

검증에 유용함을 유지하면서 재식별로부터 보호하기 한 

라이버시 보호 방법을 소개했다[7]. 이 방법을 용하기 

해 데이터 유틸리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진단코드를 그룹화하여 일반화와 억제를 용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했다. Tamersoy 등은 특정 진단코드가 환자 기

록에서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음을 보호하기 한 알고리

즘을 제안했다[8]. 한 Tamersoy 등은 longitudinal 데이

터 게시에 한 재식별 문제를 해결하고 진단코드의 그룹

화가 아닌 진료기록의 그룹화를 통해 데이터 유틸리티를 

유지하는 방법을 추가 으로 제안했다[9].

C. 시공간  데이터

  시공간  데이터는 시간과 공간에 규약을 받으며 이런 

특성은 재식별을 방지하는데 유용하다. 이런 데이터는 일

반 으로 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제공

자에게 모바일 가입자에 의해 발행된 쿼리의 결과로서 생

성된다. k-anonymity는 시공간  데이터를 익명화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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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었다. Abul 등은 같은 기간에 모든 오 젝트 경로

의 특정 반경 내에 나타나고, 다른 가입자에 상응하는 

어도 k개의 오 젝트를 그룹화하는 기법을 제안했다[10]. 

일반화  억제뿐만 아니라 오 젝트가 동일한 시간과 공

간 궤 에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의 경로에 노이즈를 추가

하는 것 한 고려했다. Terrovitis와 Mamoulis는 가입자

의 치가 민감 정보를 구성한다고 가정하고 치를 추론

하는 것으로부터 공격자를 방하는 억제 기반의 방법론

을 제안했다[11]. Nergiz 등은 경계 기반 공격으로부터 데

이터를 보호하기 해 재건축과 일반화를 같이 사용하여 

k-anonymity를 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12]. Tamersoy 

등은 데이터의 유틸리티를 강화하기 해 일반화  억제

를 모두 용하면서 데이터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해 재

건축을 사용하지 않는 휴리스틱 기법을 제안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EMR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하

는 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에 진행

되었던 연구를 분석하 다. 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제거하기 해서 기존의 논문들은 개인정보의 익명

성에 을 두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익명성을 

보장하여도 의료기록에 DNA 정보가 포함되면 ICD

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

다. 이런 재식별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Loukides 

등은 여러 개로 나눠진 진단코드를 그룹으로 묶어 

진단코드의 일반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을 보 다.

  EMR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EHR 시스템을 

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같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법들을 보완하고 개인정보의 익명화에 

한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여 EHR 시스템에 용할 

때 발생하는 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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