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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비식별 진행

• 현황 분석

• 데이터 특성 분석

• 데이터 활용 목적 분석

• 컬럼 별 개인정보 속성 검토

• 비식별 방안 검토

• 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분포 검토

• 비식별 조치 방안 수립

• 비식별 적용 및 결과 검토

• 비식별 방안 적용

• 비식별 결과 분석

Ⅰ 비식별 적용 절차

비식별 적용 절차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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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특성 분석
데이터의 비식별 필요 여부, 데이터의 민감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의 소스, 제공 스키마, 각 컬럼 별 특성 등을 분석

2. 데이터 활용 목적
분석

1단계의 데이터 민감도와 함께 비식별의 강도를 산정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 목적, 데이터 사용처, 사용 방법, 기술적
제공 방법 등을 분석

3. 컬럼별 개인정보
속성 검토

2단계의 데이터 사용 목적을 감안하여 각 컬럼에 대해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 속성을 선정(ID, QI, SA, NSA, TA)*

* 3. 개인정보 속성의 이해를 참고

4.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의 정제 작업 및 비식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작업
진행, k-익명성 적용 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 필요

5. 데이터 분포 검토
각 컬럼에 대한 특이치 처리 등 비식별 방안 수립을 위한
컬럼별 데이터 분포 검토

6. 비식별 방안 수립
1~5단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사용 목적에 적합한
비식별 조치 방안을 수립, 동일 컬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데이터 사용처와 지속적이 협의 필요

7. 비식별 적용
6 단계에서 수립된 비식별 방안에 의해 각 컬럼별 비식별 기술
적용, 기술 적용 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데이터 사용처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대처

8. 비식별 결과 분석
모든 비식별 기법이 적용되면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을 적용
하여 적용 결과와 재식별 위험에 대한 분석 실시
분석 결과 원하는 수준에 미달할 경우 다시 6단계부터 진행

데이터 활용
재식별 위험 분석 결과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이 적용되었으면
데이터를 활용절차에 따라 활용함

Ⅰ 비식별 적용 절차

비식별 적용 절차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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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사용 목적 및 사용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

 사용목적

• 데이터의 사용 목적은 여러 용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려 함

• 목적을 초과하는 데이터의 제공 시 데이터의 식별 가능성은 높아짐

• 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함

• 데이터의 분석 목적에 따라 동일 컬럼에 따라 범주화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범주화를 하지 않고 잡음을 추가하는 등 다른 비식별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목적성 정보(TA, Target Attribute)에 포함되는 컬럼은 분석 목적이나
분석 대상을 정의하는 컬럼으로 재식별의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비식별만 적용해야 함

 사용환경

• 데이터를 사용하는 환경이 폐쇄적이고 안전한 환경인지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검토

• 데이터 사용환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함

구분
UKAN의 Access 

Model
IPCO의 Release 

Model
NIST의 Data Sharing 

Models

완전
공개모델

Open Access Publicly
The Release and Forget 

Model

제약적인
공개모델

Delivered access semi-publicly
The Data Use 

Agreement(DUA) Model

한정된 장소
사용 모델

On-site safe 
settings

non-publicly The Enclave Model

기타 모델 Virtual Access 없음
The Synthetic Data with 

Verification Model

Ⅰ 비식별 시 사전 검토 사항

데이터 사용 목적 및 환경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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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위험

• 국제 표준인 ISO/IEC 20889에는 공격자가 공격에 사용하는 접근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식별가능성 : 가명처리된데이터로부터주어진데이터셋만으로정보주체를

알아볼(식별할) 가능성

• 복원가능성 :가명처리과정에서생성된추가적인정보(암호키,매핑테이블등)가

없는상황에서원본데이터주체를복원해낼(가명처리이전으로되돌릴)가능성

• 특정가능성 : 데이터 주체를 고유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의 특성 집합을

관찰하여해당데이터주체에속한레코드를격리(isolation)해낼가능성

• 연결가능성 : 동일한 데이터 주체 혹은 데이터 주체 그룹과 관련된 레코드를

별도의데이터세트에연결하여정보주체를알아볼(식별할)가능성

• 추론가능성 :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다른 속성 집합의 값에서 속성의 값을

추론하여정보주체를알아볼(식별할)가능성

• 익명정보의 식별가능성은 특정가능성, 추론가능성, 연결가능성을 막는 행위로

상쇄됨

• 특정가능성, 추론가능성, 연결가능성은모두익명데이터에대한공격임

• 특정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식별과 관련된 속성이 유일하게 특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식별과 관련된 속성이 동일한 것이 2줄 이상으로

만들거나데이터에잡음을추가하여원본과다른값으로처리

식별가능성 복원가능성 특정가능성 추론가능성 연결가능성

가명정보 X X O O O

익명정보 X X X

Ⅰ 비식별 시 사전 검토 사항

재식별 공격의 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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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위험

• 연결 가능성은 다른 데이터와의 연결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공격으로 많은

재식별공격에사용됨

• 데이터 이용 환경 중 완전공개모델과 제한적인 공개모델의 경우 연결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런 환경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결가능성에 대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필요. 단 제한적인 공개모델의 경우 계약을 통해 이를 일부 제어할

수있으며이경우계약서에이러한내용이정확하게명시되어야함

• 추론가능성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거나 다른 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공격으로 데이터 이용환경 중 한정된 장소 사용모델의 경우

연결가능성과같이추론가능성을이용한공격도어려워짐

• 데이터의 활용환경에 따른 재식별 공격을 판단하고 각 수준에 맞게 비식별

조치하는것은매우중요함

• 특히 비식별 조치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는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임. 비식별을 하는 목적은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자원을

제공함으로써공동또는민간의이익을실현*하고데이터를활용하기위한것임.

이는데이터의활용을처음부터하지않는것보다나쁜결과를가져오게됨

*NIST IR 8053 참고

Ⅰ 비식별 시 사전 검토 사항

재식별 공격의 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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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환경에서의 분류

− 직접식별자(Direct Identifier) : 특정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 주체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성(attribute that alone enables unique
identification of a data principal within a specific operational context)

* 운영환경(Operational context) : 제3자나 잠재적인 공격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공개 도메인 상에 존재하는 정보들과 함께 비식별화를 포함. 데이터를 처
리(예:비식별화)하는 개체가 소유한 정보들이 포함됨(the operational
context includes the information that the entity processing (e.g. de-
identifying) the data possesses, together with information that third parties
and potential attackers might possess or that is in the public domain)

− 간접식별자(Indirect Identifier) : 데이터 셋에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에 속한
속성과 함께 특정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 주체의 고유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attribute that, together with other attributes that may be in the dataset
or external to it, enables unique identification of a data principal within a
specific operational context)

나) 데이터 셋 관점에서의 분류

− 유일식별자(Unique Identifier) : 데이터 셋에서 데이터 주체를 독립적으로
선정해 내는 데이터 셋에서의 속성(attribute in a dataset that alone
singles out a data principal in the dataset)

− 준식별자(Quasi Identifier) : 데이터 셋에서 데이터 셋에 포함된 다른 속성과 함께
고려할 때, 데이터 주체를 선정하는 속성(attribute in a dataset that,
when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other attributes in the dataset,
singles out a data principal)

* 선정(Single out) : 주어진 데이터 주체를 고유 식별하기 위해 알려진 특성
집합들을 관찰하여 데이터 셋 내에 해당 데이터 주체에 속한 레코드를 격리
(isolation)하는 행위 (act of isolating records belonging to a data
principal in the dataset by observing a set of characteristics known
to uniquely identify this data principal)

Ⅱ 비식별대상데이터에대한개인정보속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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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 속성 분류

− 한편 지난 2016년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간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각각 ‘식별자’와 ‘속성자’로 부르고 있음
이 중에서 속성자에 대해서는 ‘‘준식별자(QI : Quasi Identifier)’와 ‘민감
정보(SA : Sensitive Attribute)’로 분류하고 있음

− 결국 ‘준식별자’와 ‘민감정보’ 모두 넓은 의미(운영 환경 전반)에서 간접
식별자’에 해당함

− 좁은 의미(분석 대상 데이터셋) 즉,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 ‘준식별자’를
‘준식별자’와 ‘민감정보’로 나눈 이유는 이후에 소개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관점에서 일명 ‘k-익명성’이라 부르는 모델 적용을 위해서임
(참고로 K-익명성은 준식별자에 대해 적용됨)

Ⅱ 비식별대상데이터에대한개인정보속성결정

ISO/IEC 20889 기반의 식별자 구분1

[ 식별자에 대한 용어 정의] 출처 ISO/IEC 20889

운영 환경

데이터셋환경

로컬 식별자

유일식별자

준식별자

식별자

직접식별자

간접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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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 정보의 정의

− 데이터 속성 자체는 개인의 식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다른 속성
(직접식별자, 간접식별자)들로 인해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개인에게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에서 분석의 목적이 된다.

예시) 신용등급, 월급여, 대출 금액, 민감한 질병코드, 복지 수급여부 등

나) 민감 정보의 분류

a) 법적 민감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한 민감정보, 정치적인 견해, 성생활 등

b) 낙인성 민감 정보

- 다른 정보로 인해 개인이 식별될 경우 사회, 경제적 차별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복지 대상자, AIDS등의 질병 등이 포함된다.

c) 식별성 희귀 정보

- 특이성이 높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희귀병, 해당 질병에 대한 약제
등이 포함된다. 

d) 기타 민감속성 정보

- 소득, 신용등급 등의 정보

Ⅱ 비식별대상데이터에대한개인정보속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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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 대상을 정의하는 컬럼

- 대부분 분석 대상을 분류하거나 분석 대상의 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 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대부분 준식별자에 포함되여 분석의 목적에 적합한
정도의 비식별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예시) 성별, 나이, 주소, 학력, 직업 등

나) 분석 목적에 필수적인 컬럼

- 분석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컬럼이다. 이 분석 목적을 정의하는 컬럼의
비식별 강도가 높은 경우 데이터의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분석의 정확도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비식별이 필요하다.

- 단 매우 식별성이 높아 분석의 정확도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비식별
이 불가능한 경우 데이터 사용 목적과 정확도의 목표에 대해 분석담당자
와 비식별 담당자의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고 그에 적합한 정도의 비
식별 처리를 해야 한다.

 데이터의 분석 목적이 10살단위의 나이에 대한 성별을 포함한 대상에 대해 시,

도 단위 지역에 따른 소득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라면

다음과 같이 비식별 되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성별 : 공개

 나이 : 10살보다 큰 단위의 범주화를 적용하면 안됨, 최대 범주화의 범위는

10살임

 지역 : 시, 도 단위까지 범주화가 가능함, 이보다 상세한 범주화는 데이터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상세하게 제공하는 경우 재식별의 위험이

증가함으로 시, 도 단위로 범주화 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

 소득 : 소득은 가능한 원본의 값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비식별 기법 적용이

필요하며 잡음추가(Noise Adding)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별성을 낮출 수 있는 점을 찾아서 적용해야 합

Ⅱ 비식별대상데이터에대한개인정보속성결정

목적성 정보(TA, Target Attribute)의 구분3

목적성 정보의 의 비식별 적정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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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 근거

- 법적으로 직접식별자로 분류되는 경우(4대 식별번호)
- 법적으로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정치적인 견해, 성생활 등)

나) 처리자의 입장에서 판단

- 처리자의 입장에서 처리자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가질 수 있는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예시) 질병과관련된영상(X-Ray, CT등은데이터의처리자가그영상을촬영하거나판독한
의사가 연구하는 경우식별자가될수있으나그외의사람이그내용만을보고는
개인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움

예시) 희귀한 질병에 대한 투약정보의 경우 관련 희귀질병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의사의 경우 투약량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나 그 외의 의사들은
개인에 대한 식별이 매우 어려움

다) 비식별 처리 기법에 대한 판단

- 직접 식별자인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수없는 비식별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비식별한 경우 식별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

예시) 핸드폰번호를충분한길이의솔트(Salt)를포함하여일방향암호화를적용하면더
이상 직접 식별자로 볼 수 없음(분석에서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
분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예시) 날짜, 시간 정보의 경우 무작위적이고 충분한 노이즈를 추가한 경우 식별성을
완전히 잃게 되어 더이상 간접식별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처리자의 기준은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해킹 실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원본에 접근하여 재식별 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으로 이런 경우는 처리자의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

 처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사용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완전공개 환경과 유사한 정도의 비식별을 적용하여야 한다.

Tip

Ⅱ 비식별대상데이터에대한개인정보속성결정

개인정보 속성 결정 원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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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리자의 분석 환경에 대해 판단

- 처리자가 유사 정보에 대한 많은 분석 경험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경우라도 분석 환경이 완전 폐쇄 환경으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연계등의 작업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연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함

- 처리자가 원본이 있는 환경에서 비식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 원본에
접근하기 위해 강력한 프로세스로 통제되는 환경이라면 원본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마) 기타 경우에 대한 판단

－ 위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함(법원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함)

Ⅱ 비식별대상데이터에대한개인정보속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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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장 배경

°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위한 요구사항과
프라이버시통제가필요

° ISO/IEC JTC1 SC27/WG5에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비식별화
기법등에관련한표준을개발하고있음

° ISO/IEC 20889:2018는 최근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비식별화기법으로WG5에서만들어짐

－ 이표준은영국주도로개발되어있는빅데이터에대한비식별화기법과
관련된기술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음

－ 이 표준에 대한 신규 아이템 제안 시 염흥열 교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개인정보 우려를 불식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측면에서적극지지한바가있음

－ 비식별화 기법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 없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위한핵심기술임

－ 2018년11월국제표준으로제정됨

나) 목적

°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비식별화 기술을 분류하고 재식별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반 기술 및 각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한 특성에 관한
설명을하기위함

다) 범위

° ISO/IEC 29100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비식별화 방안을 설명하고
설계하는데사용되는개인정보보호강화데이터비식별화기술에관해설명

° 테이블 형식(예: 키와 값으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이터세트에적용

° 자유 형식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포함하는 복잡한 데이터
세트에는적용불가

참고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 기술은 국제 표준인 ISO/IEC 20889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내 가이드라인의 기술에 대한 설명도 포함합니다.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ISO/IEC 2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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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ISO/IEC 208891

기술 설명

통계도구
데이터의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통계적 성질을 가진 기법, 일반적으로
비식별화하거나 비식별화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 표본 추출, 총계 처리 등의 기법이 포함됨

암호화 도구

비식별화 기술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보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또는
비식별화 도구의 일부로서 사용, 비식별 기술로 활용 가능한 암호화 기법
- 결정성 암호화, 순서보존 암호화, 포맷 보존 암호화, 동형암호화, 동형
비밀분산등의 기법이 포함됨

삭제기술
레코드, 속성값, 또는 데이터 셋에서 선택된 레코드를 제거하는 기술
- 마스킹, 레코드 삭제, 컬럼삭제 등의 기법이 포함됨

가명화 기술
데이터주체의식별자를각데이터주체에대해 특별생성된간접식별자로
대체하는 비식별 기술의 범주
- 해시함수, 매핑테이블, 임의 생성 등의 기법이 포함됨

해부화

기존테이블을식별자가포함된테이블과유용한속성을포함하는테이블로
분할하여 데이터로부터 식별자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비식별화 기술로
각 테이블은 서로 다른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함, 해부화는 데이터를 변경
시키지 않고 구조만을 변경시키는 기법임

일반화 기술
범주화로도 불림, 특정한 값을 상위의 속성으로 대체하는 비식별 기술
- 라운딩, 랜덤라운딩, 제어라운딩, 상하단 코딩, 로컬일반화 등의 기법이
포함됨

무작위화 기술
속성의 값을 수정하여 원래의 값과 다르게 변형되도록 하는 비식별 기술
추론 시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며 Perturbation 이라고도 함
- 잡음추가, 순열, 부분총계 등의 기법이 포함됨

재현데이터

사전 정의된 통계 데이터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접근법으로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여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
- 완전재현, 부분재현, 하이드리드재현 등의방법이있으며통계적특성과
무작위화 기술을 모두 사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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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본 추출

° 데이터 주체 즉, 각 개인별로 전체 모집단이 아닌 표본에 일반화 또는 무작위
레코드 추출 등의 기법을 통해 모집단의 일부를 분석하여 전체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는 기법으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용 대비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전체를 분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

° 모집단의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샘플데이터는 모집단 데이터에 비해 식별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예시) 전 국민이 모집단인 경우 특정 준식별자(QI)1)의 조합이 유일하면 이는
곧 식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만 10%샘플에서 특정 분식별자
(QI)의 조합이 유일한 경우 이는 원데이터에서 유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에 따라 재식별에 대한 위험도 감소됨

° 확률적 표본 추출방법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으로 나눠짐

° 확률적 표본 추출방법에는 무작위 표본 추출, 계통적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 등이 있음

°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에는 임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
누적 표본 추출 등이 있음

° 통계적으로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표본 추출은 확률적 표본 추출을 많이
사용함

1) 준식별자(QI : Quasi Identifier) :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정보화의
조합으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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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랜덤 함수를 이용한 무작위 표본 추출
Tip

랜덤수 성별 시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4 F 경기 40대 6,317,711 64,100,000

4 F 경기 30대 55,633 202,600,000

2 M 부산 60대 672,127 940,900,000

1 M 서울 50대 60,722,309 32,800,000

3 M 경기 80대 9,604,630 23,700,000

2 F 전북 50대 732,700 773,300,000

4 F 서울 50대 7,303,548 15,300,000

4 M 대전 50대 4,667,723 3,600,000

1 M 경기 30대 612,509 12,700,000

5 F 서울 20대 254,558 660,900,000

3 M 경기 40대 841,673 2,500,000

3 M 광주 50대 183,615 9,800,000

1 F 서울 50대 966,180 354,000,000

3 F 강원 70대 553,575 37,900,000

3 F 부산 40대 7,177,617 530,800,000

(1) 무작위 표본 추출

° 확률적 표본 추출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

°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등함

° 모답단의 크기가 N이고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각 구성요소가 뽑힐
확률은 n/N으로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한 확률을 가지게 됨

° 복원 표본 추출과 비복원 표본 추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복원 표본 추출 : 표본으로 뽑힌 구성요소를 다시 모집단에 포함한 후
다음 표본을 추출

－ 비복원 표본 추출 : 표본으로 뽑힌 구성요소를 빼고 다음 표본을 추출

1~5까지의 랜덤함수를 생성하고 그 중에서 4를 선택한 무작위 표본 추출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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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난수가 2인 경우의 20% 계통적 표본 추출 예시

Tip
성별 시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F 경기 40대 6,317,711 64,100,000

F 경기 30대 55,633 202,600,000

M 부산 60대 672,127 940,900,000

M 서울 50대 60,722,309 32,800,000

M 경기 80대 9,604,630 23,700,000

F 전북 50대 732,700 773,300,000

F 서울 50대 7,303,548 15,300,000

M 대전 50대 4,667,723 3,600,000

M 경기 30대 612,509 12,700,000

F 서울 20대 254,558 660,900,000

M 경기 40대 841,673 2,500,000

M 광주 50대 183,615 9,800,000

F 서울 50대 966,180 354,000,000

F 강원 70대 553,575 37,900,000

F 부산 40대 7,177,617 530,800,000

(2) 계통적 표본 추출

°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자연적인 순서 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배열된 목록에서 매 X번째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형성하는 방법

° 2% 샘플링의 경우 1~50사이의 난수를 하나 추출한 후 추출된 수에
+50을 하여 계속적으로 샘플을 뽑는 방법

° 표본 추출 방법이 매우 쉬우며 모집단 전체에 걸쳐 보다 공평하게 표본이
추출되므로 모집단을 보다 더 잘 대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모집단의 배열이 일정한 주기성과 특정 경향성을 보일 때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1~5 사이의 값 중 2를 선택하여 2, 7, 12, 17,……로 샘플링을 한 계통적 표본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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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지역이 층화 샘플링의 기준이 된 33% 층화 표본 추출 예시

Tip

(3) 층화 표본 추출

° 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

° 모집단에 대한 기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동질성
이 큰 표본에서는 표본추출오차를 줄일 수 있음

° 모집단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크기를 정하는 비례
층화 표본 추출과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추출비를 다르게 부여하는 비비례
층화 표본 추출로 구분됨

° 중요한 소수의 집단을 빼지 않고 표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성별 시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F 경기 40대 6,317,711 64,100,000

F 경기 30대 55,633 202,600,000

M 경기 60대 672,127 940,900,000

M 서울 50대 60,722,309 32,800,000

M 서울 80대 9,604,630 23,700,000

F 서울 50대 732,700 773,300,000

F 서울 50대 7,303,548 15,300,000

M 서울 50대 4,667,723 3,600,000

M 서울 30대 612,509 12,700,000

F 부산 20대 254,558 660,900,000

M 부산 40대 841,673 2,500,000

M 부산 50대 183,615 9,800,000

F 부산 50대 966,180 354,000,000

F 부산 70대 553,575 37,900,000

F 부산 40대 7,177,617 530,800,000

지역을 기준으로 33%의 무작위 추출을 한 층화 표본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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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집락 표본 추출 예시

Tip

(4) 집락 표본 추출

°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구분된 집단 중 무작위로 집단을 선택하고 선택된 집단의
모든 구성요소를 표본으로 사용하는 방법

° 오차의 개입가능성이 높고 특정 집단을 과대 또는 과소 표현할 위험이
높음

집락 성별 시도 가입기간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1

F 경기 8 6,317,711 64,100,000

F 경기 11 55,633 202,600,000

M 경기 8 672,127 940,900,000

M 경기 13 60,722,309 32,800,000

M 경기 12 9,604,630 23,700,000

2

F 서울 14 732,700 773,300,000

F 서울 12 7,303,548 15,300,000

M 서울 10 4,667,723 3,600,000

M 서울 11 612,509 12,700,000

F 서울 14 254,558 660,900,000

3

M 부산 11 841,673 2,500,000

M 부산 14 183,615 9,800,000

F 부산 12 966,180 354,000,000

F 부산 15 553,575 37,900,000

F 부산 16 7,177,617 530,800,000

지역 중 부산이라는 집단을 샘플로 사용하는 집락표본추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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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집단의 재식별 위험과 샘플데이터의 재식별 위험

° 모집단에서의 식별가능성과 샘플데이터에서의 식별가능성은 서로 다른
위험을 나타낼 수 있음

° 샘플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재식별 위험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Pitman,
Zayatz, SNB등의 알고리즘이 있음

Tip

Tip

 표본 추출 시에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어떤 표본 추출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함

 분석이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본

추출 중 복원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중복 샘플링의 위험으로

비복원 무작위 표본 추출을 가장 많이 사용함

• 무작위 표본 추출은 샘플링에 모든 샘플링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법이 계통적 표본 추출임

• 일반적으로 표계산에 많이 사용하는 엑셀은 통계분석에도 많이 사용하는 툴로

다양한 통계 기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복원 무작위 표본추출과 계통적 표본

추출을 기본 기능으로 지원함

• 층화표본추출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 목적에 가장 적합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분석 목적에 따라 어떻게 모집단을 분할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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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의 함수를 이용한 표본 추출(무작위 표본추출)

 모집단의 재식별 위험과 샘플의 재식별 위험은 서로 다른 위험도를
가지게 됨

 분석의 목적에 따라 모집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분석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많이 사용

 층화샘플링, 무작위샘플링 등 다양한 기법이 있음

 아래 방법은 무작위 샘플링 방법임

난수
발생

적용난수
갯수

적용 %

0 806 0.047412

1 841 0.049471

2 851 0.050059

3 821 0.048294

4 846 0.049765

5 884 0.052

6 928 0.054588

7 840 0.049412

8 886 0.052118

9 858 0.050471

단계 처리방법

1단계  제일 앞에 열을 추가

2단계

 추가된 컬럼에
RANDBETWEEN함수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생성

 예시) =RANDBETWEEN(0,19)

3단계

 하나의 값이 4.6%~5.4%사이로
선택됨

 몇 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선택된
나머지를 지움

 2개 선택 시 10% 무작위
샘플링이 됨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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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의 통계 기능을 이용한 무작위 표본 추출

 엑셀은 다양한 통계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엑셀 2019 기준)

1. 엑셀을 실행한 후 파일>옵션을 선택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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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의 통계 기능을 이용한 무작위 표본 추출

2. Excel 옵션에서 추가기능을 선택

3. 추가 기능 창에서 분석도구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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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의 통계 기능을 이용한 무작위 표본 추출

4. 데이터 탭에서 가장 마지막의 데이터 분석을 선택

5. 통계 데이터 분석 창에서 표본 추출을 선택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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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의 통계 기능을 이용한 무작위 표본 추출

6. 표본 추출 창에서 필요한 값을 입력

- 입력 범위 : 표본 추출을 하기 위한 컬럼, 모두 숫자만 있어야 함, 
시퀀스넘버로 구성된 컬럼을 선택하면 됨

- 표본 추출 방법 : 엑셀은 비복원 무작위 표본 추출과 계통적 표본
추출(주기적 추출)을 지원, 무작위 표본 추출을 선택하면 표본 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추출의 경우 추출 주기를 선택할 수 있음

- 표본수 : 실제 추출할 표본의 수를 입력

- 출력 옵션 : 출력범위의 지정이나 새로운 워크시트, 새로운
통합문서로 출력이 가능, 출력 후 기존 데이터에 대해 Vlookup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나머지 정보를 가지고 오면 샘플추출 완료

7. 이 기능을 이용하여 계통적 표본 추출까지 가능함

8. 집락표본 추출과 층화표본 추출은 IF함수와의 조합으로 적용 가능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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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계 처리

° 총계처리는 특정 컬럼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으로 데이터 전체 또는
부분을 집계로 처리함, 집계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5가지 중 하나로
처리함

-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중간값

(1) 평균값

° 평균값은 일반적으로 통계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전체의 평균값으로
대체

° 평균 처리의 경우 과도한 이상치 값이 전체 데이터(집단의 특성)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평균의 함정)

° 이런 경우 중간값을 같이 공개하여 과도한 이상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월카드 이용금액(원본)

→

월카드 이용금액 (평균값)

268,057 2,048,620

1,029,984 2,048,620

1,376,470 2,048,620

2,408,994 2,048,620

8,541,986 2,048,620

1,502,390 2,048,620

639,105 2,048,620

2,408,994 2,048,620

2,672,396 2,048,620

4,574,763 2,048,620

775,202 2,048,620

716,392 2,048,620

361,038 2,048,620

<표 2-16> 총계처리 평균값

참고

 통계청에서 연도별 평균임금을 발표할 때 중간값을 같이 발표하여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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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값

° 최대값은 대상 데이터 중 가장 큰 값으로 대체

°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 하단의 이상치에 대해 경계값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최대값으로 변환하여 적용하게 됨

<표 2-17> 총계처리 최대값

월카드 이용금액(원본)

→

월카드 이용금액 (최대값)

268,057 8,541,986 

1,029,984 8,541,986 

1,376,470 8,541,986 

2,408,994 8,541,986 

8,541,986 8,541,986 

1,502,390 8,541,986 

639,105 8,541,986 

2,408,994 8,541,986 

2,672,396 8,541,986 

4,574,763 8,541,986 

775,202 8,541,986 

716,392 8,541,986 

420,000이하를 모두 420,000으로 표시하면 경계값인 최대값을 사용하게 됨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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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총계처리 최소값

월카드 이용금액(원본)

→

월카드 이용금액 (최소값)

268,057 268,057

1,029,984 268,057

1,376,470 268,057

2,408,994 268,057

8,541,986 268,057

1,502,390 268,057

639,105 268,057

2,408,994 268,057

2,672,396 268,057

4,574,763 268,057

775,202 268,057

716,392 268,057

361,038 268,057

1,404,903 268,057

(3) 최소값

° 최소값은 대상 중 가장 적은 값으로 대체

°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 상단의 이상치에 대해 경계값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최대값으로 변환하여 적용하게 됨

9,680,400이상을모두9,680,400으로표시하면경계값인최소값을사용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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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총계처리 최빈값

월카드 이용금액(원본)

→

월카드 이용금액 (최빈값)

268,057 2,408,994 

1,029,984 2,408,994 

1,376,470 2,408,994 

2,408,994 2,408,994 

8,541,986 2,408,994 

1,502,390 2,408,994 

639,105 2,408,994 

2,408,994 2,408,994 

2,672,396 2,408,994 

4,574,763 2,408,994 

775,202 2,408,994 

716,392 2,408,994 

361,038 2,408,994 

1,404,903 2,408,994 

(4) 최빈값

° 최빈값은 대상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 값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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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총계처리 중간값

월카드 이용금액(원본)

→

월카드 이용금액 (중간값)

268,057 1,390,687

1,029,984 1,390,687 

1,376,470 1,390,687

2,408,994 1,390,687 

8,541,986 1,390,687

1,502,390 1,390,687

639,105 1,390,687 

2,408,994 1,390,687

2,672,396 1,390,687 

4,574,763 1,390,687

775,202 1,390,687 

716,392 1,390,687

361,038 1,390,687 

1,404,903 1,390,687

Tip

 총계 처리 시에는 어떤 처리를 하는지는 활용 목적 및 데이터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대부분 평균값, 최빈값, 중간값을 사용하며 특정 분류에

대한 경계값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사용할 수 있음.

(5) 중간값

° 중간값은 모든 값을 일렬로 세울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값으로 대체,
숫자의 갯수가 짝수일 경우 엑셀의 경우 중간에 있는 두 숫자의 평균으로
산출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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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을 이용한 총계 처리(Aggregation)

 통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특정 컬럼의 값을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 하나의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

 매우 강력한 비식별 기법으로 통계데이터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단
계

처리방법

1
단
계

 총계 처리가 필요한 컬럼 뒤에

새로운 컬럼을 생성

2
단
계

 평균 적용 시 다음 함수를 사용

 average

3
단
계

 평균이 적용된 컬럼을 사용

신용대출한도 평균값

66,300,000 56,136,364 

327,700,000 56,136,364 

41,300,000 56,136,364 

64,600,000 56,136,364 

2,300,000 56,136,364 

13,900,000 56,136,364 

37,700,000 56,136,364 

3,500,000 56,136,364 

39,400,000 56,136,364 

17,600,000 56,136,364 

3,200,000 56,1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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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② 엑셀을 이용한 총계 처리(조건값)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법은 아니지만 다른 기법과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

• MODE.SNGL : 최빈값(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 MAX : 최대값

• MEDIAN : 중간값(분포 상 값의 중간에 있는 값) 

• MIN : 최소값

• 총계처리, 부분총계, Top, Bottom Coding 등
다양한 기법에서 사용됨

단
계

처리방법

1
단
계

 처리를 할 대상을 선택

2
단
계

 연구 목적에 따라 위의

함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처리

신장 최빈값중간값최소값최대값

148 165 161 148 180

152 165 161 148 180

170 165 161 148 180

180 165 161 148 180

165 165 161 148 180

165 165 161 148 180

165 165 161 148 180

149 165 161 148 180

154 165 161 148 180

158 165 161 148 180

161 165 161 14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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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성 암호화

° 동일한 알고리즘과 동일한 키로 동일한 값을 암호화 한 경우 암호화된 값
항상 일정한 값으로 생성되는 암호화 기법

° 확률적 암호화 기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 존재

－ 암호화 된 열에 대한 지점조회, 동등조인, 그룹화 및 인덱싱 가능

－ 암호화 된 값 집합이 작은 경우 암호화 된 값에 대한 정보의 추측 가능

° 결정성 암호화의 종류

－ 비밀키 암호화 : 암호화 할 때와 복호화 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AES, SEED, ARIA 등이 있음. 배포에 대한
보안 이슈가 있음, 가명화 기법으로 사용 가능

－ 공개키 암호화 : 암호화 할 때와 복호화 할 때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 키 배포에 대한 보안 이슈는 없으나 암/복호화에 걸리는 시간이
비밀키 암호화 방식에 비해 많이 소요됨, 일반적으로 비밀키 암호화 방식으로
본문을 암호화 하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 으로 키를 배포함, RSA, ECC 등

－ 단방향 암호화 : 비밀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는 모두 양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문에서 원문으로의 복원이 가능하나 단방향 암호화는 암호
문에서 본문으로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 일반적으로 본문의 크기보다
암호문의 크기가 매우 작아(대부분 동일한 크기로 암호화됨) 원문으로의
복원이 불가능함, SHA 256, SHA 512, HMAC-SHA256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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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단방향 암호화 적용 예시(SHA 256, 솔트(Salt) 없음)

이름 SHA 256 암호화

조미선 F67FED7C74D09511CB9A75A219308021A216D3FD2A65716298ED018D966BF0E4

홍길병 B040B101DC52F1EF33F180E6CB8FF369ED254D9DDA92DB9963327ADACA217E0A

김영심 EB9F054A348ADB9376D5D1678B98D4C32C92A69D4FAE40562FE433819942FA7B

이미정 5d2e387415514d6a30861f353fabd7eb3be682522f3f60fc9ccca6b717392bbc

김경태 c0d7b34289aad5a23b1355ade4f3accddb6dff69976f6706b804402b4628ac71

유영근 ff0a8815dc0615c98ce55f1dd2891dacf0b6e543f0dc529e76cea3d2301979ce

박을규 a944576344a31ba20e1b882f3659dd86baf1b5b9f40fe6273ac0aadaa6713ef6

문정은 71b026571df2fd990befb3c8fc4e75330df0155dfcdb260d39e22160e285a58e

오한근 4ac5d9d3fc5da58762b7056f3f465767f8fbd5786f7b1184e466927051fe29f3

전태홍 fb6519f6fcf0f9995b6045c57b6e8187c6733f40e573b76f993c11ff93f916da

이현주 611e5aaa81ae738d2c530f15e55a12cd79bb9c3873374aaa3b6affd79b3b16f2

백지연 e3f5e91c327536c898e8d1c37c5aeabcf2d2bb03d3864e55e8f10f695a491168

민영기 d978992c87838a39c6d9222a6142ece2a405cd7530afed84c501cb9f2677619a

김수복 8326718173db5d40107b9ac186a08da59c6f4ab6f5defed2953af424a293878d

가) 결정성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 시 솔트(Salt)의 적용 이유

- 단방향 암호화는 Message Digest 기능을 가지고 있어 원문의 복원은
불가능함

- 단방향 암호화에 대한 공격은 공격자가 원문이 될 수 있는 모든
형식(주민등록번호의 경우 13자리 숫자로 1조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주민등록번호에 사용되는 숫자의 개수는 매우 적음)을 미리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한 테이블을 통해 단순 비교연산으로 원문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레인보우테이블 어택이라고 함

- 솔트의 적용 시 레인보우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불가능해 안전한
단방향 암호화의 사용이 가능함 (단 충분한 길의 salt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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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서보존 암호화(Order-Preserving Encryption)

° 원데이터의 순서와 암호화된 암호 값의 순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암호화
방식

°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원본의 순서가 유지되어 검색 속도 저하를 극복함

° 상대적으로 암호화 강도가 낮으며 순서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되어 식별성을
가질 수 있음

<표 2-49> 순서보존 암호화 예시

값 Order-preserving encryption 적용 값

1 0x0001102789d5f50b2beffd9f3dca4ea7

2 0x000422a6142ece2a405cd7530afed84

3 0x009fb3c8fc4e75330df0155dfcdb48sd

4 0x010ce5aaa81ae738d2c530f15e55az7

5 0x04jo294lkksjlrops2365t9lk2jkml4m22

6 0x04zwoekrjfl3422ljfsadnml8s903ljkasjj

7 0x05e75330df0155dfcdb230afed84c5a

8 0x06002b6e8187c6733f40e573b76f99a

9 0x07234e75330df0155dfcdb260d39eac

x<y, Enc(x) < 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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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태보존 암호화(Format-Preserving Encryption)

° 원데이터와 같은 형식, 같은 길이를 가지는 일련의 기호형식으로 이루어진
암호화 데이터로 변환하는 암호화 방식

° 암호화로 인한 데이터 저장 공간의 비용 증가를 해결하는 방식

° 또는 기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가명화 기법 중 토큰기법에서 토큰 생성기법으로 형태보존 암호화를 많이
사용함

° 2016년 NIST는 AES 기반의 FPE를 표준으로 제정함

FPE 암호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번호에 대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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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

° 1970년대 처음 이론 연구가 시작된 이후 2009년에 IBM의 연구원인
Gentry에 의해 기술적 가능성이 증명

° 2011년 미국 MIT 대학의 기술보고서에서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

°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사칙연산이 가능한 암호화 방법으로 원래의 값을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 처리를 하여 다양한 분석에 이용이 가능

° 암호화된 상태로의 사용과 필요 시 안전한 환경에서 복호화 하여 원래의
값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한 암호화 방식

°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산업수학과와 KCB가 금융데이터에서의 동형
암호화를 이용한 사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원데이터의 값을 사용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분야에서 동형 암호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그림 2-7> 동형 암호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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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형 비밀 분산(Homomorphic secret sharing)

° 식별자 또는 기타 특성정보를 메시지 공유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두 개
이상의 쉐어(share)로 대체하는 기법

° 수학 연산을 이용하여 식별자 또는 기타 속성 값들을 여러 개의 쉐어(share)로
분할하여 쉐어 소유자(share-holder)들에게 배포, 정보를 여러 명의 쉐어
소유자들이 공유

° 계산에 관한 성능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쉐어 소유자와 쉐어를
교환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하며 이용 기법에 따라 상당한
성능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유 데이터의 통제된 재식별화는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쉐어를 소유한
쉐어 소유자가 정해진 수만큼 재식별화에 모두 동의할 경우만 가능

° 관련 기법과 연산에 대한 설명은 ISO/IEC 19592와 ISO/IEC 29101에 표준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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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스킹

°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글자로 대체하여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

° 마스킹의 가장 큰 장점은 적용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만
마스킹을 적용하는 경우 마스킹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데이터 마스킹 기법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대체, 스크램블링, 암호화,
데이터 블러링, 삭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대체 : 특정 문자로 변경

- 스크램블링 : 기존의 문자열을 순서만 바꿔서 변경

- 암호화 : 암호화된 형태로 변경, 일반적으로 형태보존 암호화 기법 사용

- 데이터 블러링 : 숫자 값에 대해 노이즈를 추가한 값으로 변경

- 삭제 : 특정 값을 Null값으로 변경(데이터를 완전히 삭제)

원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 설명

김유신 김XX 직접 식별자에 대해 마스킹을 적용하여 식별성을 낮춘 사례

124-86-23875 124-86-XXXXX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해 마스킹을 적용하여 법인의 최초 등

록 지역과 법인의 종류만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

abc@zzz.com XXX@zzz.com
이메일 주소에 대해 마스킹을 적용하여 메일 발신 기관만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

9410-1234-

5678-9012

9410-****-****-

****

카드 번호에 대해 마스킹을 적용하여 카드발급기관만 구분

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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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컬럼 삭제

° 직접 식별자나 식별 가능성이 높은 간접 식별자, 중복된 정보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상 컬럼을 삭제

<표 2-37> 원본 테이블의 컬럼 삭제 대상

일련번호 이름
성
별

생년 주소
나
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

한도

신
용
등
급

10010785 조미선 F 1985 대전 동구 용운동 33 817,250 66,300,000 3

10011953 홍길병 M 1957 경북 안동시 용상동 61 4,559,120 327,700,000 2

10012231 김영심 F 1968 경남 진주시 옥봉동 50 13,601,564 41,300,000 3

10012598 이미정 F 1948 서울 강서구 가양3동 70 979,118 64,600,000 7

10013649 김경태 M 1978 서울 은평구 역촌1동 40 5,501,809 2,300,000 5

10014221 유영근 M 1975 경기 고양시 고양동 43 609,622 13,900,000 7

10015665 박을규 M 1995 경기 수원시 고색동 23 3,885,329 37,700,000 2

10016386 문정은 F 1951 경기 고양시 일산4동 67 23,992,801 3,500,000 3

10016675 오한근 M 2010 경기 고양시 성사동 7 185,878,354 0 1

10017321 전태홍 M 1971 서울 금천구 독산1동 47 274,489 17,600,000 5

10017383 이현주 F 1943 경기 평택시 합정동 75 7,185,105 3,200,000 6

10018757 백지연 M 1939 서울 은평구 증산동 79 1,606,685 436,800,000 3

10018880 민영기 M 1973 강원 춘천시 근화동 45 868,878 34,900,000 4

10019912 김수복 F 1946 전남 광양시 진상면 72 5,260,714 3,500,000 3

10022529 엄경아 F 1957 서울 성북구 보문동 61 24,375,307 16,000,000 2

－ 일련번호, 이름은 식별자로서 삭제 대상이며 생년은 나이와 중복된 정보로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중복 정보 삭제의 경우 값과 코드 중 가능하면 코드를 보존한다. 이는 코드화된
데이터의 처리가 값에 대한 처리보다 처리에 적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식별가능성이 매우 높은 컬럼(특정 한 값의 분포가 매우 적은 경우,
금융기관의 고개에 대한 정보 중 국적같은 경우 아주 적은 분포의 경우
식별성이 매우 높아진다.)에 대해서는 분석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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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주소에 대한 부분 삭제 이전 데이터

다) 부분 삭제

° 부분 삭제는 컬럼의 일부를 삭제하여 데이터의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 주소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날짜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삭제 시 삭제 범위가 너무 적은 경우 데이터의 식별성을 낮추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성별 주소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F 대전 33 817,250 66,300,000 3

M 경북 61 4,559,120 327,700,000 2

F 경남 50 13,601,564 41,300,000 3

F 서울 70 979,118 64,600,000 7

M 서울 40 5,501,809 2,300,000 5

M 경기 43 609,622 13,900,000 7

성

별
주소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

한도

신용

등급

F 대전 동구 용운동 33 817,250 66,300,000 3

M 경북 안동시 용상동 61 4,559,120 327,700,000 2

F 경남 진주시 옥봉동 50 13,601,564 41,300,000 3

F 서울 강서구 가양3동 70 979,118 64,600,000 7

M 서울 은평구 역촌1동 40 5,501,809 2,300,000 5

M 경기 고양시 고양동 43 609,622 13,900,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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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레코드 삭제

° 식별성이 높은 레코드에 대해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는 방법

° 특이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분석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식별성도 매우 높아진다. 

° 이런 값을 제거하는 것은 분석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단 분
석의 목적이 일반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특이한 값에 대한
분석인 경우에는 제거하는 것이 분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2-39> 식별성이 높은 레코드에 대한 레코드 삭제 예시

성별 주소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F 대전 33 817,250 66,300,000 3

M 경북 61 4,559,120 327,700,000 2

F 경남 50 13,601,564 41,300,000 3

F 서울 70 979,118 64,600,000 7

M 서울 40 5,501,809 2,300,000 10

M 경기 43 609,622 13,900,000 7

M 경기 23 3,885,329 37,700,000 7

F 경기 67 23,992,801 3,500,000 8

M 경기 7 8,185,878,354 0 9

M 서울 47 274,489 17,600,000 8

F 경기 75 7,185,105 3,200,000 6

M 서울 79 1,606,685 436,800,000 3

M 강원 45 868,878 34,900,000 4

F 전남 72 5,260,714 3,500,000 8

F 서울 61 24,375,307 16,000,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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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별자 전부 삭제

° 식별성이 있는 요소를 전부 삭제하는 방법

° 실제 사용되는 사례는 HIPAA의 Safe harbor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임

<표 2-41> Safe harbor의 식별 요소 전부 삭제 대상

①이름 ⑦사회보장번호 ⑬각종 장비 식별변호

②주소 정보* ⑧의료기록번호 ⑭인터넷 주소(URL 정보)

③날짜 정보* ⑨건강보험번호 ⑮IP주소

④전화번호 ⑩계좌번호 ⑯생체정보(지문, 음성 등)

⑤팩스번호 ⑪자격취득번호 ⑰전체 얼굴사진 및 유사 이미지

⑥이메일주소
⑫자동차번호

(차량식별번호, 등록번호 등)
⑱기타 특이한 식별번호 또는 코드

* ② 주소정보 : 주(Stat)보다 작은 지리적 구획으로 세부주소(Street), 시(City), 

군(County), 구역(Precinct), 우편번호 및 그와 대등한 지역번호(Geocode)를

포함하나, 인구조사국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따를 때 다음에

해당하는 우편번호 첫 3자리의 경우 예외로 함(우편번호 첫3가지로 구성되는

지리적 단위가 2만 명 이상을 포함 등)

* ③ 날짜정보 : 연도는 제외하고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날짜와 관련된 모든

요소(출생일자, 입원일자, 89세를 초과하는 나이는 90세로 단일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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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셀을 이용한 삭제 기법(식별자 삭제)

 직접식별자나 유니크한 식별자를 삭제하는 기법

단계 처리방법

1단계  ID로 지정된 컬럼을 확인

2단계
 타 용도(임시대체키 등)의

사용이 없는지 확인

3단계  컬럼삭제 또는 컬럼값 삭제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동단위

대전 동구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서울 강서구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

경기 수원시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서울 금천구

② 엑셀을 이용한 삭제 기법(레코드 삭제)

 레코드 삭제는 특이하거나 희귀한 값을 통해 식별성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통째로 삭제하는 기법

 Top Bottom Coding와 함께 주로 사용됨

단계 처리방법

1단계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2단계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희귀한 값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큰(또는 아주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찾는다.

 수신 총잔액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특이한 나이에 잔액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
 식별성을 낮추기 위해 제거한다.

3단계  찾은 레코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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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엑셀을 이용한 삭제 기법(식별요소 전부 삭제)

 식별성이 있는 컬럼, 레코드를 모두 삭제하는 기법

 데이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거의 사용하지 않음

④ 엑셀을 이용한 삭제 기법(공백과 대체(마스킹))

 엑셀 함수 중 REPLACE를 사용하여 처리

• 단 REPLACE는 한글자로의 변환만 가능하여 여러 자리 적용 시
중복해서 사용해야 함

• 문자, 숫자 등 모든 형식에 사용 가능

단계 처리방법

1단계  데이터에서 식별자, 준식별자를 모두 선정한다.

2단계  모든 식별자를 제거한다. 

단계 처리방법

1단계  마스킹 처리가 필요한 커럼 뒤에 컬럼을 추가

2단계
 추가된 컬럼에 REPLACE 함수를 사용하여 지정한 자리를 마스킹

 예시) =REPLACE(REPLACE(A2,2,1,"*"),3,1,"*")

환자번호 2번째마스킹
마스킹추

가
마스킹추가 마스킹추가 마스킹추가 마스킹추가 마스킹추가

10010785 1*010785 1**10785 1***0785 1****785 1*****85 1******5 1*******

10011953 1*011953 1**11953 1***1953 1****953 1*****53 1******3 1*******

10012231 1*012231 1**12231 1***2231 1****231 1*****3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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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방향 암호화를 이용

°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한 가명화 기법은 추가 정보를 보관해도 원본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시계열 분석 등의 필요에 의해 이전 가명화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추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결합하여
분석이 가능함

° 일방향 암호화를 통한 가명조치 적용 시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함께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솔트(Salt)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솔트(Salt)의 길이는 최소 32byte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 가능성

효과 X ○ X

추가정보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키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 가능성이 있는 가명화 기법

° 양방향 암호화를 원본 데이터를 암호화 한 후 암호화된 값을 원본데이터와
치환하여 사용하는 가명화 기법

° 양방향 암호화를 이용한 가명화기법은추가정보를보관할시원본으로되돌릴수
있는 가명화로 사용 가능

나)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 가능성

효과 ○ X X

추가정보
일방향(해시)암호화 알고리즘, 일방향(해시)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화키(암호키가 필요한 일방향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시)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 정보를 이용해도 원본을 복원할 수 없는 가명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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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일방향 함수를 이용한 가명화(예시)

이름 성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조미선 F 33 817,250 66,300,000 3

홍길병 M 61 4,559,120 327,700,000 2

김영심 F 50 13,601,564 41,300,000 3

이미정 F 70 979,118 64,600,000 7

김경태 M 40 5,501,809 2,300,000 10

유영근 M 43 609,622 13,900,000 7

나)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

가명화 이름
성
별

나
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
한도

신용
등급

F67FED7C74D09511CB9A75A219308021A
216D3FD2A65716298ED018D966BF0E4

F 33 817,250 66,300,000 3

B040B101DC52F1EF33F180E6CB8FF369E
D254D9DDA92DB9963327ADACA217E0A

M 61 4,559,120 327,700,000 2

EB9F054A348ADB9376D5D1678B98D4C3
2C92A69D4FAE40562FE433819942FA7B

F 50 13,601,564 41,300,000 3

5d2e387415514d6a30861f353fabd7eb3b
e682522f3f60fc9ccca6b717392bbc

F 70 979,118 64,600,000 7

c0d7b34289aad5a23b1355ade4f3accddb
6dff69976f6706b804402b4628ac71

M 40 5,501,809 2,300,000 10

ff0a8815dc0615c98ce55f1dd2891dacf0b6
e543f0dc529e76cea3d2301979ce

M 43 609,622 13,900,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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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큰 기법을 이용

° 금융권의 결제 시스템에서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 개인정보를 난수 또는 일방향 암호화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생성된 토큰으로
변환하고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토큰을 사용하는 기법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 가능성

효과 X ○ X

추가정보 토큰 매핑 테이블, 토큰 저장소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 정보를 이용하면 복원할 수 있는 가명화 기법

<그림 2-5> 토큰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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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큰 기법을 이용

° 토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은 2014년 EMV 카드 표준
(EMV Payment Tokenisation Specification)으로 제정

° 이 기술을 이용하여 식별자에 대해 토큰으로 대체하여처리하는비식별기법이
토큰 기법을 이용한 가명화 기법임

라) 랜덤 할당(Random assign)

° 식별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정해진 규칙 없이 사전 등을 통해 임의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 가명이 각 식별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가명에 상응하는원본식별자의
매핑(또는 할당)을 포함하는 표(매핑 테이블)를 생성할 수도있으나일부기법은
이러한 테이블의 생성을 하지 않기도 함(임의 셀렉트(Select), UUID 등)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 가능성

효과 X X X

추가정보 사전(dictionary) 등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 정보를 이용해도 원본을 복원할 수 없는 가명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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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랜덤 할당(Random assign)

이름 성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이소영 F 33 817,250 66,300,000 3

노건현 M 61 4,559,120 327,700,000 2

박금자 F 50 13,601,564 41,300,000 3

이기주 F 70 979,118 64,600,000 7

고건영 M 40 5,501,809 2,300,000 10

정경채 M 43 609,622 13,900,000 7

<표2-11> 한국의 위인들의 이름 사전을 이용한 임의 셀렉트 가명화 기법 적용 예시

이름 성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김마리아 F 33 817,250 66,300,000 3

김유신 M 61 4,559,120 327,700,000 2

김순애 F 50 13,601,564 41,300,000 3

유관순 F 70 979,118 64,600,000 7

김좌진 M 40 5,501,809 2,300,000 10

김구 M 43 609,622 13,900,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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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핑 테이블(교환방법, Swapping)

° 원데이터와 매핑되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에 의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가명화 기법

° 매핑테이블을 이용한 가명화 기법은 매핑테이블을 보관할 시 원본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명화로 사용 가능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 가능성

효과 X ○ X

추가정보 매핑테이블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 정보를 이용하면 복원할 수 있는 가명화 기법

<표2-12>매핑테이블을 이용한 가명화 기법 적용 예시

이름 성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김두식 F 33 817,250 66,300,000 3

노건현 M 61 4,559,120 327,700,000 2

윤영호 F 50 13,601,564 41,300,000 3

이긍직 F 70 979,118 64,600,000 7

박금자 M 40 5,501,809 2,300,000 10

정경채 M 43 609,622 13,900,000 7

문상오 M 23 3,885,329 37,700,000 7

백분옥 F 67 23,992,801 3,500,000 8

신말숙 M 66 185,878,354 39,400,000 6

김정호 M 47 274,489 17,600,000 8

진정숙 F 75 7,185,105 3,200,000 6

박영미 M 79 1,606,685 436,800,000 3

정승기 M 45 868,878 34,900,000 4

김수복 F 72 5,260,714 3,500,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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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핑 테이블(교환방법, Swapping)

<표2-13> 이름에 대한 매핑테이블

원데이터 가명 이름

김두식 이하영

노건현 이하옥

윤영호 박영석

이긍직 이하일

박금자 이순홍

정경채 이학모

문상오 이학수

백분옥 이학순

신말숙 이학열

김정호 강병주

진정숙 이학원

박영미 이대호

정승기 이학자

김수복 강경애

박화순 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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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핑 테이블(교환방법, Swapping)

<표2-14> 매핑테이블 적용 후

이름 가명화이름 성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김두식 이하영 F 33 817,250 66,300,000 3

노건현 이하옥 M 61 4,559,120 327,700,000 2

윤영호 박영석 F 50 13,601,564 41,300,000 3

이긍직 이하일 F 70 979,118 64,600,000 7

박금자 이순홍 M 40 5,501,809 2,300,000 10

정경채 이학모 M 43 609,622 13,900,000 7

문상오 이학수 M 23 3,885,329 37,700,000 7

백분옥 이학순 F 67 23,992,801 3,500,000 8

신말숙 이학열 M 66 185,878,354 39,400,000 6

김정호 강병주 M 47 274,489 17,600,000 8

진정숙 이학원 F 75 7,185,105 3,200,000 6

박영미 이대호 M 79 1,606,685 436,800,000 3

정승기 이학자 M 45 868,878 34,900,000 4

김수복 강경애 F 72 5,260,714 3,500,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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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핑 테이블(교환방법, Swapping)

<표2-15> 원 이름 컬럼 삭제

이름 성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이하영 F 33 817,250 66,300,000 3

이하옥 M 61 4,559,120 327,700,000 2

박영석 F 50 13,601,564 41,300,000 3

이하일 F 70 979,118 64,600,000 7

이순홍 M 40 5,501,809 2,300,000 10

이학모 M 43 609,622 13,900,000 7

이학수 M 23 3,885,329 37,700,000 7

이학순 F 67 23,992,801 3,500,000 8

이학열 M 66 185,878,354 39,400,000 6

강병주 M 47 274,489 17,600,000 8

이학원 F 75 7,185,105 3,200,000 6

이대호 M 79 1,606,685 436,800,000 3

이학자 M 45 868,878 34,900,000 4

강경애 F 72 5,260,714 3,500,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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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휴리스틱 가명화

° 식별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몇 가지 정해진 규칙으로 대체하거나사람의판단에
따라 가공하여 자세한 개인정보를 숨기는 방법

° 식별자의 분포를 고려하거나 수집된자료의사전분석을하지않고모든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규칙이 노출되는 경우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최근의 휴리스틱 가명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별자의 분포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교한 가명화 방법을 사용하는 추세임

재식별 위험 식별가능성
추가정보를 이용한

복원가능성
추가정보 없는
복원 가능성

효과 X ○ X

추가정보 매핑테이블

가명화 기법 종류 추가 정보를 이용하면 복원할 수 있는 가명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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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셀을 이용한 가명화 기법(랜덤 가명화)

 엑셀의 함수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우나 여러 함수의 조합으로 처리 가능

 매핑테이블과 동일한 기법으로 적용하여야 함

단계 처리방법

1단계  Randbetween함수를 이용하여 긴 자리의 난수를 발생

2단계  발생된 난수에 중복 제거를 적용

3단계  기존 값과 매핑테이블로 적용

랜덤가명화1 

랜덤 가명 생성(2만)

8472751163

4695912590

7713081852

8781609186

5788414346

3844237588

6832293489

4819768326

랜덤가명화2

값으로 복사

2748605886

9002058069

5717399082

8130007325

7203343492

9268006985

1682931342

4440337998

랜덤가명화3

중복 제거 확인

2748605886

9002058069

5717399082

8130007325

7203343492

9268006985

1682931342

4440337998

랜덤가명화4

원데이터에 맞게 추가분 삭제

2748605886

9002058069

5717399082

8130007325

7203343492

9268006985

1682931342

4440337998

랜덤가명화 5

Vlookup로 적용, 매핑
테이블은 별도 보관

일련번호

2748605886 10010785

9002058069 10011953

5717399082 10012231

8130007325 10012598

7203343492 10013649

9268006985 10014221

1682931342 10015665

4440337998 10016386

9020746218 1001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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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엑셀을 이용한 가명화 기법(매핑테이블)

 이름 컬럼에 대해 매핑테이블을 이용한 비식별 처리

• vlookup를 이용하여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동일 이름은
동일한 가명으로 변경처리됨

• 가명화 기법으로 사용 가능

• 1회 적용 후 매핑 테이블을 삭제하면 익명화 기법으로도 사용 가능함

단계 처리방법

1단계

 매핑 테이블 생성

 이름을 복사하여 중복된 값을 제거

 위인 등의 이름을 동일한 수량만큼 생성

2단계

 =VLOOKUP(lookup_value, table_array, 

col_index_number, range_lookup)

 Lookup_value(조회하려는 값)

 Table_array (조회하려는 범위, 매핑테이블)

 Col_index_number (반환값의 열번호)

 Range_lookup(정확히 일치 또는 유사일치)

매핑 테이블

이름 가명화이름

박응진 강귀자

김선호 강규성

이종숙 강규오

이명만 강규호

진경숙 강근순

권희원 강금남

김인순 강금숙

민복홍 강금순

김창두 강금엽

김재옥 강금옥

원데이터 가명화

이름 이름

조미선 가상옥

홍길병 가옥자

김영심 가인순

이미정 가재이

김경태 가춘현

유영근 간정길

박을규 강갑임

문정은 강건욱

오한근 강경모

전태홍 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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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테이블을 두 개 이상의 테이블로 분할하여 개인의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 일반적으로 해부화를 적용할 때 식별성이있는컬럼과분석대상컬럼을분할

<표2-46> 테이블 해부화 적용 예시

임시
일련번호

이름 성별 나이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등급

1 조미선 F 33 817,250 66,300,000 3

2 홍길병 M 61 4,559,120 327,700,000 2

3 김영심 F 50 13,601,564 41,300,000 3

4 이미정 F 70 979,118 64,600,000 7

5 김경태 M 40 5,501,809 2,300,000 10

6 유영근 M 43 609,622 13,900,000 7

임시
일련번호

이름 성별 나이

1 조미선 F 33

2 홍길병 M 61

3 김영심 F 50

4 이미정 F 70

5 김경태 M 40

6 유영근 M 43

임시
일련번호

수신 총 잔액 신용대출한도
신용
등급

1 817,250 66,300,000 3

2 4,559,120 327,700,000 2

3 13,601,564 41,300,000 3

4 979,118 64,600,000 7

5 5,501,809 2,300,000 10

6 609,622 13,900,000 7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해부화 기법6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64

° 하나의 코드를 두 개 이상의 코드로 분할하여 개인의 식별성을 낮추는 경우
데이터 분석 시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우며 데이터의
유출 시 개인의 식별성을 낮추는 데는 큰 효과를 나타냄

<표2-47> 컬럼에 대한 해부화 적용 예시(성별을 다양한 숫자로 코드화)

일련번호 이름 성별 해부화 적용 성별

10010785 조미선 F 3

10012231 김영심 F 9

10012598 이미정 F 7

10016386 문정은 F 1

10017383 이현주 F 2

10019912 김수복 F 5

10020238 박화순 F 9

10022529 김경태 M 15

10022950 유영근 M 19

10028752 박을규 M 11

10030386 문정은 M 14

10035485 오한근 M 16

10036391 전태홍 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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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셀을 이용한 해부화

 일부의 제한된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

 값에 대한 해부화와 ISO 20889에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 자체에 대한
해부화 기법이 있음

 값에 대한 해부화는 개인의 식별성을 낮추는 역할과 l-다양성을 적용할 때
데이터의 손실률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단계 처리방법

1단계  해부화를 적용할 컬럼을 선택

2단계  선택된 컬럼의 데이터를 정렬

3단계
 컬럼을 추가하여 선택된 값에 대한

노이즈를 생성

4단계
 노이즈 그대로 사용하거나

코드화하여 사용

5단계  정교한 공격자에 대한 방어 적용

1. 적용 컬럼 선정

일련번호 이름 성별

10010785 조미선 F

10011953 홍길병 M

10012231 김영심 F

10012598 이미정 F

10013649 김경태 M

10014221 유영근 M

10015665 박을규 M

10016386 문정은 F

2. 데이터 정렬

일련번호 이름 성별

10010785 조미선 F

10012231 김영심 F

10012598 이미정 F

10016386 문정은 F

10017383 이현주 F

10019912 김수복 F

10020238 박화순 F

10022529 엄경아 F

3. 노이즈 생성 및 사용

일련번호 이름 성별 성별

10010785 조미선 F 3

10012231 김영심 F 6

10012598 이미정 F 6

10016386 문정은 F 9

10017383 이현주 F 1

10019912 김수복 F 8

10020238 박화순 F 0

10022529 엄경아 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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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2> 나이 대상 범주화 적용 예시

° 하위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 상위 개념으로 묶는 것

° 특정 정보를 해당 그룹의 대표 값이나 구간 값으로 변환하는 것

° 특정 정보의 명확한 값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감추기라고도 함

° 비식별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QI에 대해 분석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범주화를 진행하거나 다른 속성에 대해 식별성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

나이 (원데이터) 5살 단위 범주화 10살 단위 범주화 20살 단위 범주화

33 30~34 30~39(30대) 20~39

61 60~64 60~69(60대) 40~59

50 50~54 50~59(50대) 40~59

70 70~74 70~79(70대) 60~79

40 40~44 40~49(40대) 40~59

43 40~44 40~49(40대) 40~59

23 20~24 20~29(20대) 20~39

67 65~69 60~69(60대) 60~79

66 65~69 60~69(60대) 60~79

47 45~49 40~49(40대) 40~59

75 75~79 70~79(70대) 60~79

79 75~79 70~79(70대) 60~79

45 45~49 40~49(40대) 40~59

° 숫자형 데이터의 경우 범주화를 하면 데이터의 유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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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3> 주소에 대한 범주화 예시

상세주소 시군구단위 시도단위 광역시, 도 구분

대전 동구 용운동 대전 동구 대전 광역시

경북 안동시 용상동 경북 안동시 경북 도

경남 진주시 옥봉동 경남 진주시 경남 도

서울 강서구 가양3동 서울 강서구 서울 광역시

서울 은평구 역촌1동 서울 은평구 서울 광역시

경기 고양시 고양동 경기 고양시 경기 도

경기 수원시 고색동 경기 수원시 경기 도

경기 고양시 일산4동 경기 고양시 경기 도

경기 고양시 성사동 경기 고양시 경기 도

서울 금천구 독산1동 서울 금천구 서울 광역시

경기 평택시 합정동 경기 평택시 경기 도

서울 은평구 증산동 서울 은평구 서울 광역시

 인구통계학적 정보(나이, 성별, 주소 등의 정보)에 대해 범주화를 적용하는
경우 분석 목적과의 충돌 여부를 꼭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석가가 10살
단위의 분석을 하려 하는데 20살 단위로 범주화 해서 제공하는 경우 전혀 쓸모
없는 데이터의 제공이 될 수 있다.

 목적에 따른 범주화로 비식별의 수준을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우 분석
목적의 변경에 대해 분석가와 협의를 진행한 후 비식별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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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라운딩

<표2-23> 라운딩의 종류

－ 일반적인 라운딩 처리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아주 넓은
숫자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소수점을 기준으로 한 라운딩은 식별성을
거의 낮추지 못할 수 있음

나이

→

반올림 올림 내림

33 30 40 30

61 60 70 60

50 50 50 50

70 70 70 70

40 40 40 40

43 40 50 40

23 20 30 20

67 70 70 60

66 70 70 60

47 50 50 40

° 일반 라운딩은 반올림, 올림, 내림으로 사용됨

° 일반적으로 세세한 정보 보다는 전체 통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
되며 범주화의 실 기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범주화 처리를 하는 경우
대부분 내림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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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라운딩

<표2-24> 적절한 라운딩과 적절하지 않은 라운딩

적절한 라운딩 적절하지 않은 라운딩

수신 총 잔액 천단위 라운딩 수신 총 잔액 천단위 라운딩

10,173 10,000 983,116,785 983,117,000 

10,228 10,000 984,715,591 984,716,000 

10,325 10,000 984,932,383 984,932,000 

10,333 10,000 985,660,262 985,660,000 

10,358 10,000 986,047,778 986,048,000 

10,424 10,000 987,288,188 987,288,000 

10,597 11,000 988,608,036 988,608,000 

10,603 11,000 988,934,487 988,934,000 

10,698 11,000 993,085,508 993,086,000 

10,707 11,000 993,799,087 993,799,000 

10,730 11,000 996,566,982 996,567,000 

10,752 11,000 999,338,359 999,338,000 

 적절하지 않은 라운딩의 경우 라운딩 후에도 남은 값의 유일성이 남게 되어

비식별 기술 처리를 통한 식별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함

 라운딩을 하는 경우 적용 자릿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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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랜덤 라운딩

° 랜덤 라운딩은 라운딩의 자리수와 기준이 되는 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라운딩 기법

－ 라운딩 자릿수 랜덤 라운딩 : 금융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금액은 데이터의
범위에서 모집단의 수보다 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값이 유일해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함

－ 금융권의 분석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략적인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더 빈번함, 이런 경우 랜덤 라운딩을 적용하여
개인의 식별성은 낮추고 사용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게 됨

예시) 25,048,456원이라는 금액을 분석하는 것과 2500만원으로 라운딩 처리한
금액을 분석하는 것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 금융권에서는 이런 경우 금액데이터의 앞부분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라운딩을 하여 처리를 하여 금액의 범위에 따른 유일한
값의 식별성을 낮추는 라운딩 기법을 많이 사용함

예시) 만 단위는 천 단위에서 반올림, 백만 단위는 만 단위에서 반올림, 1억 단위는
백만 단위에서 라운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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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랜덤 라운딩

<표2-25>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랜덤 라운딩

수신 총 잔액

→

자릿수 기반 랜덤 라운딩

869,250 869,000

4,559,120 4,560,000 

13,601,564 13,600,000 

979,118 979,000 

5,501,809 5,500,000 

609,622 610,000 

3,885,329 3,890,000 

23,992,801 23,990,000 

185,878,354 186,000,000 

274,489 274,000 

7,185,105 7,190,000 

1,606,685 1,610,000 

868,878 869,000

5,260,714 5,260,000 

761,039 761,000 

13,595,307 13,600,000

6,722,935 6,720,000 

－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랜덤라운딩 기법으로 숫자의 앞자리수
3~4개만 남아 개인의 식별성을 낮추도록 사용

－ 기준이 되는 수 : 반올림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사사오입이 아니라 기준점을 다르게 주고 그 기준점 미만은 모두
버리고 그 이상은 올리는 방법

예시) 7을 기준으로 7보다 적은 수는 내림을 적용하고 7이상인 수는 올림으로
처리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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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라운딩은 원본의 행, 열의 합과 라운딩 적용후 행, 열의 합이 동일하게
만드는 라운딩 기법임

° 일반적인 라운딩에서는 특정한 수를 기준으로 라운딩을 적용하지만 제어
라운딩의 경우 계산에 의해 적절한 수에서 라운딩을 적용

° 통계적으로 값과 합계의 상관 관계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단순 라운딩 처리를
하는 경우 합계가 달라짐으로 인한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라운딩 기법으로 사용됨

°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처리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시간이 아주 많이 소모되는 라운딩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음

° 적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전체의 합과의 비교 등의 연산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의 분석에 높은 효과를 줄 수 있음

<표2-26> 제어 라운딩

나이

→

반올림 제어라운딩

33 30 30

61 60 60

50 50 50

72 70 70

43 40 40

44 40 50

23 20 20

67 70 70

68 70 70

49 50 50

합계 510 합계 500 합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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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양쪽 끝에 치우친 정보는 적은수의분포를
가지게 되어 개인의 식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진 양끝단의 정보를 범주화하여 개인의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 데이터 중 특정 값의 빈도가 아주 적거나 매우 특이한 값을 가지는 경우 이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위해 사용되는 기법

[그림 2-6] 정규분포에서 특이값(Outlier)의 기준

° 이상치(데이터의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의 처리를 위해 사용

° 상하단 코딩에 포함된 데이터의값 변환은 총계처리에서 사용되는5가지종류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분석 목적에 필요가 없는 경우 제거기법을 사용하기
도 함

마) 로컬 일반화

° 이상치에 해당하는 레코드에 대해서만 일반화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로컬
일반화라고 함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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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셀을 이용한 일반화 기법(라운딩)

 숫자 데이터에 대해 반올림, 올림, 내림 등을 적용하여 비식별을 하는 방법

 엑셀 함수 중 Round, Roundup, Rounddown을 사용하여 적용

• Round : 반올림

• Rounddown : 내림

• Roundup : 올림

단계 처리방법

1단계
 반올림 처리를 할 컬럼 뒤에

컬럼을 추가

2단계

 추가된 컬럼에 Round 

(Rounddown, Roundup)함수를

사용하여 처리

 예시) =Round(number, 

num_digit) num_digit는 양수의

경우 소수점 아래의 자리수, 

음수의 경우 소수점 위의

자리수를 나타냄

나이 round roundup rounddown

33 30 40 30

67 70 70 60

55 60 60 50

43 40 50 40

28 30 30 20

43 40 50 40

23 20 30 20

67 70 70 60

66 70 70 60

47 50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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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엑셀을 이용한 상하단 코딩(Top & Bottom Coding)

 모든 컬럼에 대해 데이터의 특이점으로 인해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

 나이의 분포 확인 및 Outlier 선정

 참고) 통계학적으로 3시그마를 선정, 통계청의 경우 2000명 미만인 경우
주변에 포함하여 통계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모집단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적정한 값을 제시

단계 처리방법

1단계
 나이 컬럼을 별도의 Sheet에 복사 (두 번을 복사하여 두개의 나이

컬럼으로 만듦)

2단계  엑셀의 기능 중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 두번째 나이 컬럼에 적용

3단계  중복된 값이 사라진 나이의 컬럼을 오름차순으로 정리

4단계  countif 함수를 통해 전체 나이 컬럼에서 각 나이의 개수를 구함

5단계  구해진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 %를 구함

6단계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각 값의 %를 확인

7단계
 적정한 outlier을 설정하고 Outlier 초과값에 대한 처리 적용(경계값, 

평균값 등)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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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열

° 원래의 데이터에 아주 적은 잡음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 노이즈는 원 데이터의 분석에영향을주지않을정도의노이즈를추가해야함

° 특정 컬럼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는 기법

° 데이터의 훼손 정도가 매우 큰 기법으로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는 조건
선정에 주의가 필요

° 분석 목적이 대상 컬럼의 값이 다른 컬럼의 값들과연관성이없는경우에만
적용해야 함

° 특정 조건 하에서 재배열을 하는 경우 식별성은 낮추면서 분석 결과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시도 나이 월 소득 (원본) 월 소득 (전체 재배열)

인천 20대 64,167 10,169,741

인천 20대 10,169,741 61,667

인천 20대 1,054,167 5,987,923

인천 20대 3,009,167 23,333

인천 20대 5,987,923 1,054,167

울산 20대 1,904,819 3,009,167

울산 20대 10,395,123 8,031,667

울산 20대 45,833 10,395,123

서울 20대 8,031,667 2,671,137

서울 20대 2,671,137 1,904,819

서울 20대 7,048,333 7,048,333

서울 20대 61,667 45,833

서울 20대 1,820,267 1,820,267

서울 20대 23,333 64,167

<표 2-27> 전체 재배열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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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열

° 재배열을 적용한 데이터의 분석 오류

－ 재배열 후 분석결과와 원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표 2-28> 원 데이터의 소득 분석 결과

지역 인천 울산 서울

평균 월 소득 4,057,033 4,115,258 3,276,067

<표 2-29> 재배열 데이터를 이용한 소득 분석 결과

지역 인천 울산 서울

평균 월 소득 3,459,366 7,145,319 2,259,093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배열이 필요함

<표 2-30> 동질 집합 내의 재배열

시도 나이 통장 잔액 월 소득 (원본) 월 소득(재배열)

인천 20대 9,028,603 64,167 1,054,167

인천 20대 787,361 10,169,741 64,167

인천 20대 4,044,007 1,054,167 5,987,923

인천 20대 906,293 3,009,167 10,169,741

인천 20대 2,051,262 5,987,923 3,009,167

울산 20대 332,399 1,904,819 10,395,123

울산 20대 294,947 10,395,123 45,833

울산 20대 150,070 45,833 1,904,819

서울 20대 3,511,981 8,031,667 2,671,137

서울 20대 880,789 2,671,137 8,031,667

서울 20대 226,306 7,048,333 7,048,333

서울 20대 8,041,154 61,667 1,820,267

서울 20대 5,329,932 1,820,267 23,333

서울 20대 880431 23,333 61,667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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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열

° 동질 집합 내 재배열을 적용한 데이터의 분석

－ 재배열 후 분석결과와 원데이터의 분석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됨

<표 2-31> 원 데이터의 소득 분석 결과

지역 인천 울산 서울

평균 월 소득 4,057,033 4,115,258 3,276,067

<표 2-32> 동질 집합 내의 재배열 데이터를 소득 분석 결과

－ 통장잔액과월소득등연관관계분석시재배열된컬럼이포함되면재배열로
인한 분석 오류가 발생하므로 연관관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 재배열을 적용
하면 안됨

지역 인천 울산 서울

평균 월 소득 4,057,033 4,115,258 3,276,067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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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을 이용한 재배열(스와핑, 순열)

 특정 컬럼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는 기법

 데이터의 훼손 정도가 매우 큰 기법으로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는
조건을 잘 선정해야 함

 분석 목적이 특정 컬럼의 값이 다른 컬럼의 값들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함

단계 처리방법

1단계  주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

2단계

 동단위 뒤에 컬럼을 추가

 추가된 컬럼에

randbetween함수를 이용하여

적당한 난수를 생성

 난수 뒤에 동단위를 복사

3단계

 난수를 정렬하여 동단위가

스와핑되면 원래 주소에

붙여서 사용

주소 윈래 동단위 재배열된 동단위

강릉시 강동면 강동면

강릉시 강동면 옥천동

강릉시 강동면 포남1동

강릉시 교1동 홍제동

강릉시 교1동 교1동

강릉시 교1동 성내동

강릉시 교2동 노암동

강릉시 교동 노암동

강릉시 교동 교동

강릉시 금학동 교1동

강릉시 내곡동 입암동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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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음 추가

° 노이즈 추가시 연관 컬럼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이즈를 주어야 함

예시) 입원일자에 +3일이라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경우 퇴원일자에도 +3이라는
노이즈를 부여해야 전체 입원일수에 변화가 없을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원일 이전에 퇴원을 하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45> 잡음 추가 예시

가입일자 노이즈 노이즈가입일자

2001-11-05 3 2001-11-08

2007-09-27 -1 2007-09-26

2002-06-11 -5 2002-06-06

2002-10-27 -6 2002-10-21

2006-01-18 3 2006-01-21

2007-06-17 4 2007-06-21

2005-10-10 -4 2005-10-06

2002-08-13 4 2002-08-17

2008-08-08 -4 2008-08-04

2006-04-18 -7 2006-04-11

2004-05-06 -3 2004-05-03

2007-10-10 0 2007-10-10

2005-03-25 5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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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② 엑셀을 이용한 임의 잡음 추가

 금융, 의료에 많이 사용되는 일자와 금액은 그냥 사용하는 경우
식별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

 노이즈를 추가하여 개인의 식별성을 낮출 수 있음

 RANDBETWEEN 함수를 사용(추가할 노이즈의 범위는 데이터를
보고 미리 결정해야 함)

단계 처리방법

1단계
 랜덤 노이즈 처리가 필요한

컬럼 뒤에 컬럼 2개를 추가

2단계

 추가된 첫번째 컬럼에

RANDBETWEEN함수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생성

 예시) =RANDBETWEEN(-9,9)

3단계
 원래 값과 생성된 노이즈를

더해서 날짜로 사용

가입일자 추가 노이즈 변경가입일자

2001-11-05 8 2001-11-13

2007-09-27 2 2007-09-29

2002-06-11 -10 2002-06-01

2002-10-27 -3 2002-10-24

2006-01-18 8 2006-01-26

2007-06-17 6 2007-06-23

2005-10-10 -3 2005-10-07

2002-08-13 0 2002-08-13

2008-08-08 3 2008-08-11

2006-04-18 10 2006-04-28

2004-05-06 -3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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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분 총계

° 부분 총계는 특정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총계 처리를 적용하는 기법임

－ 동질 집합 내의 특정 컬럼을 총계처리 하거나 특정조건에너무특이한값이
있어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높지만 분석에 꼭 필요한 값인 경우 처리

<표 2-21> 동질 집합 내의 부분 총계처리

시도 나이 월 소득 (원본)

인천 20대 4,057,033

동질
집합

인천 20대 4,057,033

인천 20대 4,057,033

인천 20대 4,057,033

인천 20대 4,057,033

울산 20대 4,115,258

동질
집합

울산 20대 4,115,258

울산 20대 4,115,258

서울 20대 3,276,067

동질
집합

서울 20대 3,276,067

서울 20대 3,276,067

서울 20대 3,276,067

서울 20대 3,276,067

서울 20대 3,276,067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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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특이값 처리를 위한 부분 총계 처리

나이 주소 소득금액 소득금액 부분총계 처리

인천 20대 64,167 7,657,033

인천 20대 28,169,741 7,657,033

인천 20대 1,054,167 7,657,033

인천 20대 3,009,167 7,657,033

인천 20대 5,987,923 7,657,033

울산 20대 1,904,819 1,904,819

울산 20대 2,395,123 2,395,123

울산 20대 45,833 45,833

서울 20대 8,031,667 8,031,667

서울 20대 2,671,137 2,671,137

서울 20대 7,048,333 7,048,333

서울 20대 61,667 61,667

서울 20대 1,820,267 1,820,267

서울 20대 23,333 23,333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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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③ 엑셀을 이용한 부분 총계

 총계 처리를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

 특정 조건이 높은 식별성을 지닐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동질집합 내에서의 총계처리로 적용할 수 있다.

단계 처리방법

1단계
 부분총계를 적용할 컬럼에 컬럼을

추가한다.

2단계

 추가된 컬럼에 average (averageif, 
averageifs)함수를 사용하여 처리

 예시) =averageifs(평균값으로 계산할
컬럼(여기서는 신장), criteria_range1, 
criteria1, criteria_range2, criteria2,…)  

 =averageif(C:C,A:A,A2,B:B,B2)
 범주화 후 QI를 모두 조건으로 지정하면

EQ별 Micro Aggregate가 된다.

나이
나이별 월소득

부분총계

20 4,413,875 

21 1,606,071 

22 2,961,613 

23 3,885,111 

24 3,607,372 

25 2,693,804 

26 4,021,959 

27 3,042,629 

28 2,718,174 

29 4,110,706 

시도
시도별 월소득

부분총계

대전 3,402,532 

경북 3,552,867 

경남 3,467,023 

서울 3,401,614 

경기 3,514,552 

강원 3,405,761 

전남 3,717,433 

부산 3,287,645 

제주 3,619,558 

충남 3,450,334 

인천 3,489,406 

전북 3,535,090 

울산 3,244,364 

광주 3,950,840 

대구 3,701,316 

충북 3,739,363 

경기도 895,737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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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현 데이터의 정의

◦ 미국 NIST, ISO/IEC 20889 : 2018 등에 포함된 비식별 기술 중 원데이터의

활용도를 유지한 재현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은 데이터의 활용 목적은 달

성하면서 개인의 특성이 배제되어 있어 안전한 활용이 가능한 기술임

◦ 사전 정의된 통계 데이터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접근법임

° 다수의 선택된 통계 특징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데이터를 생성

° 주요 특징은 각 속성(전체 및 부분 모집단)의 분포와 속성 간의 내부 관계임

° 무작위화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 세트에 관한 다중 또는 연속 변환과
표본 추출이 포함될 수 있음

나) 생성 방법 및 주요 특징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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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데이터 생성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숨기고 특정 통계 정보 또는 원본
데이터의속성간관계를유지하기위해제약조건으로 데이터가 임의로 생성됨

° 공개된 재현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됨

(1) 완전 재현 데이터(Fully Synthetic Data)

－ 이 데이터는 완전 재현이며 원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음

－ 완전 재현 데이터 생성기는 원본 데이터에서 속성의 밀도 함수를 인지하고
이러한 밀도 함수의 매개 변수를 추정함

－ 그런 다음 추정 밀도 함수로부터 각 속성에 대해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재현
데이터를 만듦

－ 공개된 데이터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생성되고 원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은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만 데이터의 진실성
(truthfulness)은 손실됨

(2) 부분 재현 데이터(Partially Synthetic Data)

－ 완전 재현 데이터와는 달리, 부분 재현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사용되는방법은
선택된 민감한 속성의 값만 합성 값으로 대체

－ 재현 값으로 원래 값을 대체하면 재식별이 방지됨으로 게시된 데이터의개인
정보가 보존됨

－ 선택된 속성에 대한 재현 값을 찾기 위해 다중 대치(multiple imputation) 및
모델 기반 기술이 사용됨

－ 이러한기술은원본데이터에서결측값(missingvalue)을대치하는데에도유용함

－ 공개 위험도는 재현 데이터와 함께 원본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완전
재현 데이터와 비교하여 부분 재현 데이터에서 더 높음

(3) 하이브리드 재현 데이터(Hybrid Synthetic Data)

－ 하이브리드 재현데이터는원본데이터와재현데이터를모두사용하여생성됨

－ 원본 데이터의 각 레코드에 대해 재현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레코드가
선택되고 둘 다 하이브리드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됨

－ 하이브리드 재현 데이터는 완전 및 부분 재현 데이터의 장점을 모두 보유함

－ 따라서 완전 재현 및 부분 재현 데이터와 비교할 때 높은 유틸리티로 우수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만 더 많은 메모리 및 처리 시간이 소요됨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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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익명성

2. l-다양성

3. t-근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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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weeny(2002)가 연결공격(Linkage attack)을 방어하기 위해 제안

° 비식별화 이후 데이터의 재식별화를 방지하는 방법

° 데이터 집합에서 공격자가 찾고자 하는 레코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레코드가
적어도 k이상 존재하게 만들어서 개인의 식별을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 공격자가찾고자하는레코드를정확히찾을수없도록하여프라이버시를보호

이름 지역 성별 나이 월 소득

김두식 서울 은평구 남 34 4-500만원

노건현 서울 강남구 남 41 5-600만원

윤영호 서울 동작구 남 37 4-500만원

이긍직 서울 용산구 여 25 3-400만원

박금자 서울 종로구 여 28 3-400만원

정경채 서울 성북구 남 32 3-400만원

문상오 서울 강동구 남 46 4-500만원

백분옥 서울 강서구 여 29 3-400만원

신말숙 서울 금천구 남 44 4-500만원

김정호 부산 서구 남 43 3-400만원

진정숙 부산 동래구 여 52 2-300만원

박영미 부산 연산구 여 54 4-500만원

정승기 부산 해운대구 남 45 4-500만원

김수복 부산 부산진구 남 49 5-600만원

박화순 부산 영도구 여 58 4-500만원

강경애 대구 동구 여 29 3-400만원

<표 2-50> k-익명성 적용을 위한 원본 데이터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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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k-익명성 적용을 위한 비식별 기술 적용

이름 지역 성별 나이 월 소득

→

지역 성별 나이

김두식 서울 은평구 남 34 4-500만원 서울 남 30대

노건현 서울 강남구 남 41 5-600만원 서울 남 40대

윤영호 서울 동작구 남 37 4-500만원 서울 남 30대

이긍직 서울 용산구 여 25 3-400만원 서울 여 20대

박금자 서울 종로구 여 28 3-400만원 서울 여 20대

정경채 서울 성북구 남 32 3-400만원 서울 남 30대

문상오 서울 강동구 남 46 4-500만원 서울 남 40대

백분옥 서울 강서구 여 29 3-400만원 서울 여 20대

신말숙 서울 금천구 남 44 4-500만원 서울 남 40대

김정호 부산 서구 남 43 3-400만원 부산 남 40대

진정숙 부산 동래구 여 52 2-300만원 부산 여 50대

박영미 부산 연산구 여 54 4-500만원 부산 여 50대

정승기 부산 해운대구 남 45 4-500만원 부산 남 40대

김수복 부산 부산진구 남 49 5-600만원 부산 남 40대

박화순 부산 영도구 여 58 4-500만원 부산 여 50대

강경애 대구 동구 여 29 3-400만원 * * *

<원본> <비식별 정보>

° 다양한 비식별 기법을 이용하여 준식별자들의 값이 모두 동일한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만드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임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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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k-익명성 적용 결과

° <표 2-50>과 같은 원본 데이터인 경우 이를 다양한 비식별 기법을 이용하여
<표 2-51>처럼 만들면 <표 2-52>과 같이 k=3인 비식별 조치 데이터가 됨

이름 지역 성별 나이 월 소득

김두식 서울 남 30대 4-500만원

윤영호 서울 남 30대 4-500만원

정경채 서울 남 30대 3-400만원

노건현 서울 남 40대 5-600만원

문상오 서울 남 40대 4-500만원

신말숙 서울 남 40대 4-500만원

이긍직 서울 여 20대 3-400만원

박금자 서울 여 20대 3-400만원

백분옥 서울 여 20대 3-400만원

김정호 부산 남 40대 3-400만원

정승기 부산 남 40대 4-500만원

김수복 부산 남 40대 5-600만원

진정숙 부산 여 50대 2-300만원

박영미 부산 여 50대 4-500만원

박화순 부산 여 50대 4-500만원

강경애 * * * 3-400만원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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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을 이용한 k-익명성

 k-익명성검증은 두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 가능함

• CONCATENATE함수를 이용 모든 QI를 하나로 연결
• Countif 함수를 이용 각 EQ별 Count를 구함
• 구해진 최소 값이 그 데이터의 k값이 됨 (QI가 많으면 k값은

아주 낮아짐)
• 준식별자의 경우 다른 처리를 통해 준 식별자로 처리하지

않는게 유리함
• 분석 목적에 필요 없는 컬럼은 삭제해야 함
• 분석 목적에 필요한 경우 범주화 등의 처리가 필요

단계 처리방법

1단계
 엑셀 데이터에 컬럼을 하나 추가 후 다음 함수를 적용함
 =concatenate(QI1, QI2, QI3, QI4,….) 모든 행에 적용

2단계
 Concatenate를 적용한 컬럼을 복사
 복사된 컬럼에 대해 데이터 메뉴의 중복 제거를 실시, 남은

컬럼이 EQ리스트임

3단계
 중복 제거를 한 컬럼 뒤의 컬럼에 다음과 같이 입력
 =COUNTIF(중복 제거전 concatenate한 컬럼,중복 제거 후

count를 하기 위한 셀)

성
별

시도
나
이

교육
정도

종교
직업
종류

Concatenate적용
컬럼

중복 제거 컬럼
countif
적용

F 대전 33 고졸 불교 전문직 F대전33고졸불교전문직 F대전33고졸불교전문직 3

M 경북 61 고졸 불교
의료

관계자
M경북61고졸불교의료관

계자
M경북61고졸불교의료

관계자
5

F 경남 50
초졸
이하

카톨
릭

자영업
F경남50초졸이하카톨릭

자영업
F경남50초졸이하카톨릭

자영업
7

F 서울 70 NULL
원불
교

NULL
F서울70NULL원불교

NULL
F서울70NULL원불교

NULL
6

M 서울 40 고졸
기독
교

NULL
M서울40고졸기독교

NULL
M서울40고졸기독교

NUL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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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k-익명성 적용에 따른 쏠림 현상 발생

° A. Machanavajjahala(2006)이 k-익명성의 취약점(동질성공격과배경지식공격)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

° 데이터의 비식별화 시 같이 처리되는 레코드들(동질집단)은적어도 l개의서로
다른 민감정보를 가져야 함(민감정보의 다양성이 필요함)

° 대상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민감정보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
하도록 다양한 레코드가 혼합되어 존재해야 함

지역 성별 나이 월 소득

서울 남 30대 4-500만원

서울 남 30대 4-500만원

서울 남 30대 3-400만원

서울 남 40대 5-600만원

서울 남 40대 4-500만원

서울 남 40대 4-500만원

서울 여 20대 3-400만원

서울 여 20대 3-400만원

서울 여 20대 3-400만원

부산 남 40대 3-400만원

부산 남 40대 4-500만원

부산 남 40대 5-600만원

부산 여 50대 2-300만원

부산 여 50대 4-500만원

부산 여 50대 4-500만원

* * * 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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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l-다양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삭제 예시

° <표 2-53>을 보면 서울, 여자, 20대는 모두 월 소득이 3-400만원으로 동일한
민감정보의 값을 가지고 있음 이런 경우 k-익명성에 의해 개인 식별이불가능
하더라고 모두 동일 속성으로 인해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가 식별되게 됨

° l-다양성은 이러한 민감속성이 l개 이상의 다양한 값을 가져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l-다양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동질집합 내 데이터 레코드들은 제거

－ l-다양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시 범주화하여 데이터를 사용

°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첫 번째 방법은 분석 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범주화로 인해 분석이 쉽고 결과가 명확함 ,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살리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이용목적, 분석 데이터의
양에 따라 삭제되는 데이터의 비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법을 선택
해야 함

지역 성별 나이 월 소득

서울 남 30대 4-500만원

서울 남 30대 4-500만원

서울 남 30대 3-400만원

서울 남 40대 5-600만원

서울 남 40대 4-500만원

서울 남 40대 4-500만원

* * * 3-400만원

* * * 3-400만원

* * * 3-400만원

부산 남 40대 3-400만원

부산 남 40대 4-500만원

부산 남 40대 5-600만원

부산 여 50대 2-300만원

부산 여 50대 4-500만원

부산 여 50대 4-500만원

* * * 3-400만원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l-다양성(l-diversity)2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94

<표 2-55> l-다양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재 범주화 예시

지역 성별 나이 월 소득

서울 남 30대 4-500만원

서울 남 30대 4-500만원

서울 남 30대 3-400만원

서울 남 40대 5-600만원

서울 남 40대 4-500만원

서울 남 40대 4-500만원

대한민국 여 20~50대 3-400만원

대한민국 여 20~50대 3-400만원

대한민국 여 20~50대 3-400만원

부산 남 40대 3-400만원

부산 남 40대 4-500만원

부산 남 40대 5-600만원

대한민국 여 20~50대 2-300만원

대한민국 여 20~50대 4-500만원

대한민국 여 20~50대 4-500만원

* * * 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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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을 이용한 l-다양성

 l-다양성은 k-익명성 검증 후 추가로 피벗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증

 피벗 테이블에 l로 검증할 컬럼을 추가하여 분석

단계 처리방법

1단계
 엑셀 데이터에 컬럼을 하나 추가 후 다음 함수를 적용함

 =concatenate(QI1, QI2, QI3, QI4,….) 모든 행에 적용

2단계

 Concatenate를 적용한 컬럼을 복사

 복사된 컬럼에 대해 데이터 메뉴의 중복 제거를 실시, 남은

컬럼이 EQ리스트임

3단계

 중복 제거를 한 컬럼 뒤의 컬럼에 다음과 같이 입력

 =COUNTIF(중복 제거 전 concatenate한 컬럼, 중복 제거 후

count를 하기 위한 셀)

4단계

 l-다양성을 검증할 컬럼과 EQ컬럼, k-익명성 컬럼을 선택하여

피벗 테이블을 생성

 생성된 피벗 테이블에서 행 레이블의 총합계를 분석하여 나온

테이블을 분석하여 하나의 컬럼에 대한 값만 있으면 l-다양성을

만족하지 못하게 됨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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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을 이용한 l-다양성

신용등급 EQ EQ_count

3 F대전30재혼 2

2 M경북60기혼 12

3 F경남50이혼 6

7 F서울70사실혼 37

10 M서울40재혼 72

7 M경기40사별 121

7 M경기20재혼 10

8 F경기60기혼 130

6 M경기60사실혼 139

8 M서울40사별 58

6 F경기70사별 66

3 M서울70기혼 49

4 M강원40재혼 11

8 F전남70사실혼 8

… …. …

4 F서울60기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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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을 이용한 l-다양성

피벗 테이블을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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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엑셀을 이용한 l-다양성

아래의 합계가 아니라 1~10까지 중 몇 개가 있는지가 L다양성의 L값이 됨

위의 표의 L값은 아래 표와 같음

개수 : EQ_count 열 레이블

행 레이블 FNULL0기혼 FNULL0비혼 FNULL0사별 FNULL0재혼 FNULL10기혼

1 1

2 1

3 1

4 1 2

5

6 1 1

7 1 2

8 1

9

10

(비어 있음)

총합계 3 1 2 2 4

FNULL0기혼 FNULL0비혼 FNULL0사별 FNULL0재혼 FNULL10기혼

3 1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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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6> t-근접성 적용을 위한 원본 데이터(좌)와 원본데이터에 3-다양성을
적용한 데이터

° N. Li(2007)등이 l-다양성 모델을 만족하는 테이블이 동질성 공격(similarity)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

° 동질성 공격 : 동질 클래스를 구성하는 레코드의 민감 속성 값이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질 때(예 : 폐암, 폐렴, 기관지염은 모두 폐와 관련된 질병으로 확신)
발생

° Earth Mover‘s Distance (EMD)를 사용하여 원본 테이블과동질클래스의민감한
속성 값의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지(closeness)를 계산하며, EMD가 t(0 ≦ t ≦ 1)
이하일 때 t-근접성을 만족

° [정의] 원본 테이블을 T, 익명화한 테이블의 어떤 동질 클래스를 EC라 하자.
모든 동질 클래스에서 EMD(T, EC) ≤ t 일 때, t-근접성을 만족

° [문제점] 모든 동질 클래스에서 EMD를 t이하로 강제하기 때문에 익명화
과정에서 준식별자와 민감 속성간의 관계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음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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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민감속성(Salary)에 0.167-근접성과 민감속성(Disease)에 0.278-
근접성을 적용한 예시(아래 왼편)

° 참고로 t-근접성에서 t값의 계산은 위 오른편의 수식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논문 N. Li 등, t-closeness: Privacy beyond k-anonymity and l-diversity,
Proc. Int’l Conf. Data Engineering (ICDE), pp. 106-115, 2007을 참조하기 바람

° T-근접성의 계산은 엑셀에서 처리가 어려우며 ARX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Ⅳ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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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테이블

복수
테이블

k-익명성

(X,Y)-익명성

다중 테이블 k-익명성

l-다양성(그룹) 구별(Distinct) l-다양성

엔트로피 l-다양성

반복(Recursive) 
(c,l)-다양성

긍정 공개 반복
(Positive Disclosure 

Recursive) (c,l)-다양성

부정/긍정 공개 반복
(Negative/Positive 

Disclosure Recursive) 
(c1,c2, l)-다양성

(α, k)-익명성

(k, e)-익명성

(ε, m)-익명성

t-근접성

(n,t)-근접성

(p+)-민감
t-근접성

개인화 프라이버시

FF-익명성

m-불변성

δ-존재성

k-존재-비밀
(k-presence
-secrecy)

(c, t)-고립성

(d, γ)-프라이버시

(B, t)-프라이버시

β-가능도

ε-차분프라이버시

근사적 (ε,δ)-
차분프라이버시

집중적
차분프라이버시

근사집중적
차분프라이버시

확률론적
차분프라이버시

분산
프라이버시

계산적
차분프라이버시

다자간
차분프라이버시

무작위
차분프라이버시

현재까지 알려진 재식별 공격 유형별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분류(34종)

레코드연결공격(신분노출)(3종) 속성연결공격(속성노출)(16종) 확률론적공격(13종)테이블연결
공격(2종)

(멤버십
(귀속) 노출)민감속성값의

다양성 고려

민감속성값의
분포와 의미 고려

(‘02)

(‘06)

(‘09)

(‘06)

(‘06)

(‘07)

(‘08)

(‘07)

(‘10)

(‘15)

(‘06)

(‘09)

(‘07)

변종

(‘07)

(‘17)

(‘05)

(‘07)

(‘09)

(‘12)

(‘06)

(‘06)

(‘16)

(‘16)

(‘08)

(‘08)

(‘09)

(‘10)

(‘13)

민감속성값의
추론가능성 고려

(X,Y)-연결가능성

신뢰도 제한

(‘06)

(‘06)

현 시점에서
검증가능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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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비식별 기법 적용_ARX

개요1

독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ARX(Data Anonymization 
Tool)’를 사용, 실증

No.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공격 유형

1 k-익명성(k-Anonymity) 레코드연결공격

2 l-다양성(l-Diversity) 속성연결공격

3 t-근접성(t-Closeness) 속성연결공격

[대상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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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명세2

비식별 기법 적용을 위한 금융정보 샘플 데이터를 활용

[샘플 데이터]

No. 컬럼명 No. 컬럼명 No. 컬럼명

1 일련번호 10 신용등급 19 가입점

2 이름 11 담보대출한도 20 핸드폰번호

3 성별 12 년간 환전액 21 교육정도코드

4 시도군구 13 분기당 해외 송금액 22 직업종류코드

5 나이 14 스마트뱅킹 사용여부 23 혼인여부

6 고객등급 15 폰뱅킹사용여부 24 주택소유여부

7 가입기간 16 월소득 예상금액

8 수신 총잔액 17 인터넷뱅킹 사용횟수

9 신용대출한도 18 인터넷뱅킹 사용 금액

전체 레코드 수 : 16,9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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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3

적용 방법

① 준식별자 성별에 대해 범주화 기법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Hierarchy wizard 메뉴에서 ‘Use 
ordering‘ 설정

그룹을 Constant value로 설정 후
값을 'F, M‘ 으로 지정

적용된 결과 확인



별첨. 비식별 기법 적용_ARX

106

별첨 비식별 기법 적용_ARX

적용 방법

② 준식별자 시도군구에 대해 범주화 기법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Hierarchy wizard 메뉴에서 ‘Use 
ordering‘ 설정

그룹을 Constant value로 설정 후
level 1의 값을 '시, 군, 구'로 지정
및 level 2의 값을 ‘특별시, 광역시, 
도(예 : 강원도)‘로 지정

적용된 결과 확인

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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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3

적용 방법

③ 준식별자 나이에 대해 범주화 기법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Hierarchy wizard 메뉴에서 ‘Use 
intervals‘ 설정

그룹을 Default로 설정 후 level 
1부터 level 3의 값 범위를 각각
'5', ‘10’, ‘20‘ 로 지정

적용된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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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3

적용 방법

④ 준식별자 가입기간에 대해 범주화 기법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Hierarchy wizard 메뉴에서 ‘Use 
intervals‘ 설정

그룹을 Default로 설정 후 level 
1부터 level 3의 값 범위를 각각
'5', ‘10’, ‘20‘ 로 지정

적용된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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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3

적용 방법

⑤ 준식별자 교육정도코드에 대해 범주화 기법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적용된 결과 확인

Hierarchy wizard 메뉴에서 ‘Use 
ordering‘ 설정

그룹을 Constant value로 설정 후
각 코드별 값을 ‘고졸, 학사, 
석박사, 기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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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3

적용 방법

⑥ 준식별자 직업종류코드에 대해 범주화 기법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적용된 결과 확인

Hierarchy wizard 메뉴에서 ‘Use 
ordering‘ 설정

그룹을 Constant value로 설정 후
각 코드별 값을 ‘유직, 무직, 
기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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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3

적용 방법

⑦ 준식별자 혼인여부에 대해 범주화 기법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적용된 결과 확인

Hierarchy wizard 메뉴에서 ‘Use 
ordering‘ 설정

그룹을 Constant value로 설정 후
값을 ‘기혼, 미혼'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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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적용4

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k-3'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추가 메뉴에서 k-익명성 선택 및 값을 ‘3’으로 지정

적용 방법

원데이터 수 잔존 데이터 수(손실) 손실율(%)

16,999 14,543(-2456) 14.4%

k-3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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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적용4

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l-2'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추가 메뉴에서 l-다양성 선택 및 값을 ‘2’로 지정

적용 방법

원데이터 수 잔존 데이터 수(손실) 손실율(%)

16,999 13,827(-3172) 18.6%

l-2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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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적용4

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t-0.5' 적용

ARX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추가 메뉴에서 t-근접성 선택 및 값을 ‘0.5’로 지정

적용 방법

원데이터 수 잔존 데이터 수(손실) 손실율(%)

16,999 13,433(-3566) 20.9%

t-0.5 적용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