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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소셜 미디어, 모바일 기기 등으로 방대한 데이터
가 축적되고 있으나, 그대로 공개할 경우 개인 정보가 침
해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익명화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그 중 차분 프라이버시는 최소성 공격 등에 대해서도 안
전함이 증명되어[1] 요약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 보호의 
강력한 기준이 되고 있다.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공개 기법들이 
연구되었는데, -평균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공개하는 기
존 알고리즘[3]은 일반적인 데이터 특성과 상이한 가정으
로 인해 정확도가 저해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균등 샘플링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실생
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Ⅱ. 관련 연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의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에서는 데이터를 등간격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각 
버킷에 노이즈를 삽입한 뒤, -평균 클러스터링을 수행
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고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하
지만 데이터 분포와 무관하게 등간격 히스토그램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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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데이터가 분포하지 않는 영역에도 불필요한 
노이즈를 삽입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3]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더 적은 버킷으로 나타낼 수 
있는 쿼드 트리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만든 뒤 -평
균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러
나 -평균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때 데이터가 히스토그램
의 각 버킷 영역의 중앙에만 위치한다고 가정하여 대부
분의 데이터 특성과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균등 샘플링 기반의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4]에서는 차분 프라이버시를 만족시키도록 쿼드트리로 
데이터를 나눈 후,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 [3]에서 쿼드
트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4]를 참고하였다.

Ⅲ. 배경 이론

1. 차분 프라이버시 (Differential Privacy)

  어떤 알고리즘    →이 임의의 두 인접한 데이
터  ′∈와  ⊆ 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알고리즘 는  -차분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Pr   ∈ ≦ Pr   ∈       (1)

2. 순차 구성 (Sequential Composition)

  알고리즘 가 각각 -차분 프라이버시를 만

족하면, 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알고리즘 는 

   -차분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

3. 쿼드트리 (Quadtree)

쿼드트리와 균등 샘플링를 이용한 효과적 차분 프라이버시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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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데이터를 공개할 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는 

최소성 공격 등에 대해서도 안전함이 증명된 익명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차분 프라이버시 -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의 성능을 개선하고 실생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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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 데이터     에 대하여 각 리

프 노드에 속하는 점의 개수가 최대 점 개수 보다 작거
나 같아질 때까지 혹은 최대 깊이 에 도달할 때까지 해

당 리프 노드의 공간을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는 과정
을 재귀적으로 수행하여 얻어지는 구조이다. 

알고리즘 1. UniQuadkDP

Input: 데이터     ∈ℝd,

정보 보호 수준  , 정보 보호 비율  , 클러스터 
개수  , 샘플링 회수 

1. ←  ←  

2.  ←buildQuadTreeHistogram  
3.  ←∅    // the set of sampled points
4. for each leaf node  in 
5.   while iterate until  times
6.      ← the range of 

7.     sample  from uniform distribution 

8.     ←  
9.     ←∪
10.  ← Kmeans 
11. return Cluster centroids  

Ⅳ. 제안하는 알고리즘 (UniQuadkDP)

  [3]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QuadkDP를 개선시킨 알고리
즘으로 의사코드는 알고리즘 1과 같다. 
buildQuadTreeHistogram  으로 쿼드트리 히스

토그램을 생성시키는 과정(line 1 ~ 2)까지는 
QuadkDP[3]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서는 각 리프 노드 의 영역 에 대해 샘플링할 점 

점의 좌표 를 균등 샘플링으로 추출하고(line 7), 가
중치 를 리프 노드 의 도수 를 샘플링 회수 
으로 나누어서 할당한다(line 8). 이 과정을 각 리프 노드
에 대해 번 반복하여 샘플링된 점들의 집합 를 만들
고, 이에 대해 -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중심점들을 출력한다.

Ⅴ. 실험

1.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Gowalla에서 2009～2010년도에 
수집한 체크인 위치 정보 데이터[5] 중 64,428개의 좌표
를 랜덤하게 추출하였다.

2. 실험 방법

  평가 척도로는 다음과 같은 NICV (Normalized 
Intracluster Variance)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값이 낮을
수록 좋은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찾은 것이다.

NICV
 

  




 ∈

∥ ∥      (2)

  성능 비교를 위해 같은 클러스터 중심점들로 초기화시
킨 후, 다음과 같이 상대적 성능 RP (Relative 
Performance)을 계산하였다.

RPNICVnoPrivacy
NICVQuadkDP  NICVUniQuadkDP

    (3)

여기서 NICVnoPrivacy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적용하지 

않은 원래 데이터로 수행한 NICV이다. RP가 높을수록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3. 실험 결과

  그림 1은  에서 다양한 정보 보호 수준 에 대
해 를 변화시켜가며 상대적 성능을 100번 반복 측정한 
것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성능이 향
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쿼드 트리와 균등 샘플링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차분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평균 클러스
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생활 데이터
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기존의 중심점 기반 -평균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 QuadkDP보다 제안하는 UniQuadkDP 
알고리즘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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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다양한 에 따른 상대적 성능 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