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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의 발전,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의 증가, 공공정보 개방·공유 정책 

시행 확대 등에 따라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위험 증가

⊙  정부는 데이터 분석·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데

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인식별요소 제거 방법 제시

    ※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 2013.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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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본 안내서는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에서의 개인식별요소 제거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재식별 위험 관리 등 일련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개발함

요약문 ⊙  그러나 개인식별요소를 제거한 데이터라도 재식별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

식별화가 적정하게 수행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식별요소를 제거한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특정 개인이 재식별된 사례 다수 존재 

(AOL, Netflix, 미국 매사추세츠 주 사례 등, p.21 참고)

⊙  개인식별 요소를 제거한 데이터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로서 현 상태로 이용·제

공 가능한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 제시02

목적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과 

기준은 향후의 

재식별 위험을 고려하여 

선택 및 계획 되었는가?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최초 계획한 기법과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개인식별요소가 제거된 

데이터에 대한 이용, 

제공 및 사후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정보

회색지대

특정 개인을 
식별할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개인 식별 
요소 제거

비식별화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정보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

재식별화

개인정보

부적정

비식별화 정도

적정
평가 결과

재식별
위험

익명화된 
정보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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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 작성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구 분 기초자료 구 분

데이터

데이터 원본 예시 및 세부 항목별 명세 필수

 개인식별요소가 제거된 평가 대상 데이터 및  

세부 항목별 명세
필수

개인식별요소

제거 현황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 적용 기준 필수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값 산출 결과
선택

이용기관의

관리수준

데이터 이용 기관의 데이터 이용 상세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데이터 접근 가능자 현황 등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법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현황
필수

데이터 이용 및 제공과 관련이 있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필수

데이터 이용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세부 내용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선택

데이터 이용기관의 PIPL, PIMS 등 개인정보보호 인증 사본 선택

03

평가 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지정하는 3인 이상의 평가위

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의 전문가로 지정하고, 업무영역 전문가 1인, 개인정

보 비식별화 전문가 1인, 법률전문가 1인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구성

⊙  평가 수행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작성한 ‘기초자료’와 ‘세부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 제시

     ※ 적정 :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부적정 :  추가적인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

⊙  추가 비식별화 조치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해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

     ※ 추가 비식별화 조치 이후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평가 수행

부적정

적정

평가수행
평가위원회

구성

기초자료 
작성

추가 비식별화
조치

데이터
이용

평가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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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평가  

‘평가 기준 값’과 ‘계량분석’에서 산출된 분석 값을 비교하여 개인식별요소 제

거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적정성을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단

⊙  사전검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출한 기초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 대상 데이터가 

개인식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기준에 따라 관

련 조치가 수행되었는지 등 검토

⊙  재식별 시도 가능성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재식별 의도와 능력,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통해 재식별 시도 가능성을 ‘빈번한, 가능한, 가끔, 거의 없는’ 

등 4단계로 분석

※ 평가 기준 값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값 등)의 값으로 결정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

침해위험
높음

k = 5

l = 2

k = 10

l = 3

k = 10

l = 4

k = 20

l = 5

t < 0.3

침해위험
중간

k = 3

l = 2

k = 5

l = 2

k = 10

l = 3

k = 10

l = 4

침해위험
낮음

k = 3

l = 2

k = 5

l = 2

k = 5

l = 2

k = 10

l = 3

거의 없는 가끔 가능한 빈번한
재식별

시도 가능성

<평가 기준 값 (예시)>

⊙  평가후 관리  

평가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인정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을 재평가

⊙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  

데이터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재식별된 경우 정보주체 및 관련자에게 

유형 ·무형의 개인적 피해, 사회적 손해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

해 ‘높음, 중간, 낮음’ 등 3단계로 분석

⊙  계량 분석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등)을 이용하여 계량 분석 실시

⊙  평가기준값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재식별 시도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 분석 결과, 데

이터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 값의 

종류 및 기준 결정

04

세부 
평가 방법

평가 시작

평가 종료

가. 사전 검토

마. 평가기준값 결정

바. 적정성 평가

나.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

라. 계량 분석다.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분석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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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 추진에 따른 공공정보 개방·공유 정책 시행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증가

⊙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분석·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

련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2013.9)’을 통해  개인식별요

소를 제거하는 비식별화 조치 방법을 제시

⊙  그러나 개인식별요소를 제거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품질 및 활용 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 처리자는 최소한의 비식별화 조치를 적용할 가능

성이 높으며,

⊙  데이터 처리속도, 저장기술 등의 기술발전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 및 공개되는 정보의 증가에 따라, 향후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

⊙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사전 검토 및 평가를 수

행할 필요가 있음

    ①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과 기준은 향후의 재식별 위험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선택 및 계획 되었는가?

    ②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최초에 계획한 기법과 기준에 따라 정확히 수행되

었는가?

    ③  개인식별요소가 제거된 데이터에 대한 이용, 제공 및 사후관리 체계는 마련

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1)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식별(identification) : 개인을 분별하여 알아보는 것

⊙  식별자(identifier) : 성명(유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과 같이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2)

⊙  준식별자(quasi-identifier) :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국적 등과 같이 해당 데이

터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

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 하거나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3)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4)

1)  정보(information) :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2) 데이터(data) :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

3) 개인식별요소 제거 방법(공공정보 개방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 행정자치부, 2013.9.)

   •  가명처리 : 개인정보 중 주요 식별 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개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것

   •  총계처리 : 데이터의 총합 값을 보임으로서 개별 데이터의 값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것

   •   데이터 삭제 : 데이터 개방·공유 목적에 따라 데이터 셋에 구성된 값 중에 필요없는 값 또는 개인  

식별에 중요한 값을 삭제하는 것

   •  범주화 : 데이터의 값을 범주의 값으로 변환하여 명확한 값을 감추는 것

   •  데이터 마스킹 :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데 기여할 확률이 높은 주요 개인 식별

자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본 안내서는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에서의 개인식별요소 제거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재식별 위

험 관리 등 일련의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개발함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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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화(Anonymization) : 비식별화 조치의 궁극적인 상태로, 개인에 대한 재식

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

⊙  재식별화(re - identification) :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 또는 데이터와 

비교, 연계,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

<표 1> 
식별자 예 5)

- 성명(한자, 영문 성명 포함)

- 주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연월일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사망일,  

자격증 취득일 등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집전화, 회사전화)

- 팩스번호

- 전자메일

- 의료기록번호 

- 건강보험번호, 복지수급자번호

- 계좌번호, 카드번호

- 각종 자격증 및 면허번호

- 자동차번호

-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 IP 주소, Mac 주소

- 홈페이지 URL

- 사진(정지, 동영상, 유사 이미지, CCTV 영상 등)

- 신체 식별 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사업자등록번호 특성(별명),  

식별코드(아이디, 아이핀 값(cn, dn)) 등

4)  ‘비식별화(De - identification)’ 라는 용어는 개인정보 식별요소를 제거하는 조치의 의미가 강하며 주로 

북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익명화(Anonymization)’ 용어는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상태, 

즉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학계와 EU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음. 비식별화

(De - identification) 및 익명화(Anonymization)라는 용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HIPAA De-Identification Guidance”(USA, 2012.12.)

   •  “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Managing the Disclosure of De-Identification Health     

Information” (Canada, 2010.10.)

   • “Opinion 05/2014 on Anonymization Techniques”(EU, 2014.5.)

   •  “Anonymisation :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UK, 2012.11.)

5)  미국의 Guidance Regarding Methods for De - identification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Privacy Rule(OCR, 2012.11)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별 요소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상황

에 따라 식별자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1> 
개인정보 비식별 및 
재식별 개념

개인 식별 
요소 제거

비식별화

익명화된 
정보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의 정보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정보

재식별화

데이터 비교, 연계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개인정보
특정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마스킹 등

연결공격
동질성 공격
배경지식 공격

재식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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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준식별자 예 6)

개인 특성

-  성별, 생년, 생일, 연령(나이), 국적, 고향·거주지 시군구명,  

우편번호, 병역여부, 결혼여부, 종교, 취미, 동호회·클럽 등

-  흡연여부, 음주여부, 채식여부, 관심사항 등

신체 특성

-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눈동자 색깔 등

-  신체검사 결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  병명, 상병코드, 투약코드, 진료내역 등

신용 특성
-  세금 납부액, 신용등급, 기부금 등

-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의료급여자 등

경력 특성

-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학력 등

-  직업, 직종, (전·현)직장명, 부서명, 직급

-  자격증명, 경력 등

전자적 특성

-  PC사양,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답변, 쿠키정보, 접속일시,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위치정보, 접속로그 등

-  IP 주소, MAC 주소, HDD serial 번호, CPU ID, 원격 접속 여부,  

Proxy설정 여부, VPN 설정 여부, USB serial 번호,  

Main Border serial 번호, UUID, OS 버전

-  사용 OS 번전, 기기 제조사, 모델명, 단말기 ID,  

네트워크 국가 코드, SIM Card 정보 등

가족 특성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여부 등

-  가족정보, 법정대리인 정보 등

위치 특성
-  GPS 데이터, RFID 리더 접속기록, 특정 시점 센싱 기록

-  인터넷 접속, 핸드폰 사용 기록, 사진 등

6)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식별자’로도 기능할 수 있음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로부터 개인정보를 재식별 하기 위해서는 재식별 

주체, 내부 및 외부 데이터 등의 요소가 필요함

가. 재식별 주체

⊙  개인정보 재식별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범죄자, 스토커, 해커 등과 같이 개

인정보처리자 외부의 제3자가 재식별 주체가 될 수 있음

 -  트위터 계정의 실제 이용자를 찾아내 해당 이용자의 행동양식을 알아내고, 이

메일, 전화번호를 획득해 스팸문자를 보낸다든지, 특정 행동양식을 파악하려는 

재식별 주체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스토커와 같은 부류의 악성 재식별 주체와 재식별 기술이 결합한다면 특

정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 자체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행동 양식은 제품 

판매와 마케팅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기업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고객을 식별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경영 및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식별 의지가 높은 주체중 하나로 꼽

을 수 있음

Ⅱ. 개인정보 재식별 및 위협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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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 ·기업 등 이외에도 개인정보 재식별에 대해 관심이 높은 재식별 주체로는 정

보주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처리자 소속 직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  개인정보에 대한 재식별 행위도 언제, 어느 곳,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나. 내부 데이터

⊙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항목의 개인정

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음

⊙  조직내 정보의 결합 및 분석을 통한 기업 활동 활성화는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점점 더 장려되는 상황임

⊙  조직내 부서간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조직 내부의 정보결합은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공유된 정보를 기반

으로 하나의 정보 열과 또 다른 정보 열이 결합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 데이터

간 결합으로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있는 2차 데이터를 생성이 가능함

다. 외부 데이터 

⊙  재식별 주체는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에서 발견한 재식별 가능 요소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수집 가능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와 비

교, 연계, 결합 등을 통해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음

⊙  블로그, SNS 이용 등의 증가로 조성된 풍부한 외부 정보와 쉽고 빠른 검색 환

경은 외부 데이터를 이용한 재식별 가능성을 크게 높임

 ※  2009년 시작된 페이스북의 프로필 작성 서비스는 자발적 개인정보 공개의 대표 사례

⊙  특히 악의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경우,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자신들의 

목적에 적합한 개인을 식별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공유 정책 등에 따라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증가로, 재식별 의도가 있는 이용자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조각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과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개

인 식별요소 제거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재식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협 요소로

는 데이터 공개 증가에 따른 연결 가능 정보의 증가,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

터 수집 증가 및 집중화, 사물인터넷 환경과 비식별 정보의 증가 등 다양한 원

인이 있음

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이 높다는 주장의 가장 큰 배경에

는 공개 데이터의 증가가 있음

⊙  두 종류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보유한 연구자나 악의적인 해커가 

새로운 세 번째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이전에 식별하지 못했던 비식별 정보로부

터 개인을 식별해낼 가능성은 더욱 증가함

⊙  이러한 현상은 의료, 웹서비스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공개된 데이터간에도 발생할 수 있음

⊙  공개 데이터의 증가는 그 목적이 순수하든 악의적이든 재식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렇게 재식별된 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나. 맞춤형 광고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집중의 심화

⊙  인터넷 산업계에서 광고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맞춤형 광고는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맞춤형 광고를 도입 및 활

용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상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되는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는 개인의 행태, 성향, 위치 등의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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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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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사업자는 정보수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뿐 

아니라 IP 주소, 세션 정보, 검색 기록 등의 준식별자 관련 데이터를 무차별적

으로 수집할 수 있음

⊙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면 할수록, 이들이 

보유하는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속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집중된 데이터를 통해 개인이 재식별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 사물통신 환경과 비식별 정보의 증가

⊙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사물통신(IoT)7), 모바일 환경 등에서의 기술은 개인

에 관한 위치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전통적인 개인 식별정보 이외에도 센서, IP주

소, 기기 등으로부터 수집 가능한 위치·생체 정보 등 광범위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됨

⊙  실례로 더 많은 기기들이 IP 주소를 가지게 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IP주소를 

통해 특정 기기는 물론 위치 등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짐

⊙  사물통신과 결부된 정보와 위치정보는 개인의 행동양식과 생활패턴을 알려주

는 민감한 비식별 정보로 기존의 식별정보 이상으로 개인을 재식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7)  사물통신(IoT, Internet of Things) : 가전기기, 자동차, 생활용품 등의 모든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

이 탑재되고, 이들 기기간 상호 통신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하는 융합 기술

가. 매사추세츠 주 사례 (1997, 미국)

⊙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단체 보험위원회가 매사추세츠 주정부 소속 공무원의 무

료 병원 출입 기록을 요약하여 공개

 -  공개 정보에서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그 외의 식별정보는 제거했으나, 환

자 관련 100여개의 속성정보는 미삭제하여 공개함

    ※ 준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우편번호 3자리,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

⊙  또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우편주소가 포함된 투표자 명

부를 공개(판매)하고 있었음

⊙  일련의 연구자가 투표자 명부와 의료 데이터를 매칭해서 특정 개인에 대한 재

식별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주지사의 정보를 식별해냄

⊙  즉, 매사추세츠 주가 공개한 의료 데이터와 투표자 명부로부터 특정인(주지사)

의 의료정보를 재식별 가능함이 밝혀짐

03

개인정보 
재식별 사례

<그림 2> 
의료데이터와 
투표자 명부를 이용한 
개인정보 재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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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우편번호

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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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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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재식별
(데이터 매칭)

익명화 후 공개
(이름, 주소, 

사회보장 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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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메리카 온라인 사례 (2006, 미국)

⊙  아메리카 온라인(AOL, America Online)은 학술연구를 위해 65만 명의 사용

자가 3개월간 AOL의 검색엔진으로 검색한 이력 리스트 2,000만 건을 공개

⊙  사용자명과 IP 주소를 비식별화 하였지만, 사용자명은 유용성 확보를 위해 특

정 번호의 식별자로 교환하여 공개  

⊙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의 기자 2명이 검색 이력으로부터 이용자 ‘4417749’

가 62세의 텔마 아놀드(Thelma Arnold)라는 미망인으로 조지아 주 릴번이라

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

⊙  자료를 공개한 그 다음 주에 AOL은 데이터 공개를 중지하고 사과했으며, 관련 

연구자와 그 상사를 해고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사임함

다. 넷플릭스 사례 (2006, 미국)

⊙  온라인 영화 상영 회사인 넷플릭스(Netflix)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영화를 추천

하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를 개최

 -  1999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0만명의 이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평점을 

내린 1억건의 시청 이력 데이터를 공개

     ※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등은 삭제하였으나, 데이터에 대한 처리 내용을 연결하

기 위해 독특한 식별자, 사용자에 의한 영화의 평가, 평가한 일시 등을 공개

⊙  텍사스 대학의 한 그룹이 넷플릭스사가 공개한 시청 이력 데이터와 영화정보 

사이트 IMDb(Internet Movie Database)에 공개된 사용자 리뷰를 결합하여 

일부 개인을 식별해냄

      ※ IMDb는 웹 사이트 상에서 아이디와 평가점수를 게시

⊙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여 제2회 경연은 

중지됨

라. SNS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 재식별 (2013, ETRI)

⊙  페이스북 667만개, 트위터 277만개의 한국인 이용자 계정에 업로드한 데이터

를 이용해서 개인에 대한 재식별 가능성 분석

⊙  분석 결과 기존에 비식별 정보라고 생각되던 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

우가 3% 이상이고, 다른 정보와 조합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최

대 4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공개된 이용자들의 정보와 정보를 공개한 이용자는 알지 

못했던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개인을 재식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정도를 

확인

<그림 3> 
뉴욕타임즈의 
재식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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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 배경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 식별 요소 제거 기법을 통해 개인을 식

별할 수 없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 및 이용 가능

  -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도록 변경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

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개방·공유 및 분석의 제한이 없음

⊙  그러나 개인식별요소의 제거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데이터는 다른 데이

터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함

⊙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개방·공유 및 빅데이터 분

석 활성화를 위해서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요소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안이 요구됨

나. 평가 목적

⊙  개인정보 식별 요소 제거 기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그 적용이 적절히 이루

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  특정 맥락에서는 비식별화 된 것으로 평가된 데이터라도 공격자의 다양한 시

도, 새로운 데이터의 공개, 컴퓨팅 환경의 발전 등에 따라 재식별될 위험을 내

포하고 있기 때문임

Ⅲ.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01

적정성
평가 개요

⊙  본 평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적정하

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

⊙  특히,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현 상태로 이용 ·제공 및 공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다. 평가 대상

⊙  제한된 목적하에 개방·공유 및 분석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

이터

라. 평가 추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정 2011.3.29., 시행 2012.9.30.)

<그림 4>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개념 

개인 식별 
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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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상태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정보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

재식별화

개인정보

부적정

비식별화 정도

적정
평가 결과

재식별
위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정보

회색지대

특정 개인을 
식별할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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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서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련 데

이터를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

며,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작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 시행, 평가 후 관리 등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본 안내서는 정형 데이터를 비식별화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개발

되었으나, 비정형 데이터를 비식별화한 것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응용할 수 

있음

 -  (제3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15조~제39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준수사

항,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  정부 3.0 기본계획(2013.6., 행정자치부)

     ※ ‘정보개방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46p)

 -   정부3.0 대비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정보 개방·공유 등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및 이행 독려

    ※  (수집·분석) 동의의무, 고지사항 등 준수 → (제공 ·개방) 민감정보 필터링,  

비식별화 등 보호조치 → (저장 ·관리) 암호화 조치,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

  •익명화 등 개인 비식별화 기법 보급 및 적용 지원

 -   안전한 정보 개방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적용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익을 고려한 정보 개방 ·공유의 범위 ·수준 ·방법 제시

마. 평가 시기

⊙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 3의 기관 등에 제

공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율적으로 평가 수행 가능

바. 안내서 활용을 위한 참고 사항

⊙  본 안내서는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뿐 아니라,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제공 및 공개 유형,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

토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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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평가 절차

⊙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가. 평가 기초자료 작성’, ‘나. 평가위원회 구성’, ‘다. 평가 수행’, ‘라. 추

가 비식별 조치’, ‘마. 평가 후 관리’ 등 다섯 단계로 <그림 5>와 같이 구성됨

가. 기초자료 작성

⊙  개인정보처리자에서는 <표 3>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작성하고 준비

해야 함

⊙  특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 3>의 필수

사항은 반드시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나.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지정하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홀수로 지정하여 평가위원의 의견

이 1:1로 대립되지 않도록 구성

<그림 5>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절차

구 분 기초자료 비 고

데이터

데이터 특성(크기, 생성 및 관리 환경 등),    

세부 항목별 명세, 적용 코드 명세 및 원본 예시 필수사항

개인식별요소가 제거된 평가 대상 데이터 및  

세부 항목별 명세 필수사항

개인

식별요소 

제거 현황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 적용 기준
필수사항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값 산출 결과 선택사항

이용기관의

관리수준

데이터 이용 기관의 데이터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기

간, 데이터 접근 가능자 현황 등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법 및 데이터

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현황 필수사항

데이터 이용 및 제공과 관련이 있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없는 사유 제시 필수사항

데이터 이용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

보 관련 데이터(세부 내용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데이터 이용기관의 PIPL, PIMS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서 사본 선택사항

<표 3>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가. 기초자료 작성

개인정보처리자 평가위원회

데이터 이용
(공개, 제공, 분석 등)

부적정

적정

나. 평가위원회 구성

라. 추가 비식별 조치

다. 평가수행

마. 평가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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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해당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대상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이 없는 외부의 전문가로 지정

  -  관련 업무영역의 전문가 1인,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가 1인, 법률 전문가 1인

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장은 외부에서 위촉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

회의 개최, 심사, 종료, 평가결과의 발표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적인 사항을 관장함

⊙  평가위원장은 다른 평가위원들과 협의하여 평가위원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분장을 실시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착수회의를 포함해서 최소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평가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 회수 및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공한 <표 3>의 ‘기초자료’와 ‘3. 세부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 및 비식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

며, 필요시 기초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데이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세부 평가 

방법’의 각 평가 단계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

쳐 조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 수 이상의 평가위원이 선택한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가 ‘적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함

⊙  평가위원회가 ‘부적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의 개인식별요소 제거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평가위원회는 추가적인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에 대한 사항(적용기법 및 비식

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평가위원회는 컴퓨팅 환경의 발전, 평가 대상 데이터의 특성, 연계 가능한 데이

터의 공개 가능성 등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해 일

정 시간 경과 후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년, 3년 등 구체적인 재평가 일정을 제

시해야 함

라. 추가 비식별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고려

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한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를 추가적으로 수행 8)

⊙  개인정보처리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 및 비식별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

성하여 관리해야 함

⊙  개인식별요소 추가 제거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련 ‘기초자료’를 보완하고, 

평가위원회에 추가적인 개인식별요소 제거 작업이 적정히 수행되었는지에 대

한 확인을 요청해야 함

8)  독일 뮌헨공대(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에서 추진된 “ARX - Powerful Data Anonymization” 

(http://arx.deidentifier.org/) 프로젝트에서 프라이버시 모델(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등)을 이

용해서 데이터의 익명화를 지원하는 GUI 프로그램 및 관련 소스 코드를 GNU 라이센스로 배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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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후 관리

⊙  평가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해 

사후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식별 적정성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평가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표 13>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 검토 질문서”를 참고

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재실시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재구성 할 수 있으며, 평가의 연속성 차원에서 기존 평가 위원 중 최소 1인 이

상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가. 사전 검토

⊙  제출된 기초자료와 담당자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

정성 평가 수행 여부를 검토

⊙  첫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작성 및 제출한 기초자료가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

  -  <표 3>에 따른 기초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추가적인 자

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03

세부 평가 
방법

세부 평가 방법은 <그림 6> 과 같이 사전검토,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 분석, 계량 분석, 평가기준값 결정 및 적정성 평가로 구성된다.

<그림 6> 
개인정보 비식별 
적정성 세부 평가 방법

평가 시작

평가 종료

가. 사전 검토

마. 평가기준값 결정

바. 적정성 평가

나.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 라. 계량 분석다.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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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평가 대상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확인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  평가대상 데이터가 생성 및 관리되는 환경, 데이터의 규모, 시간 흐름에 따른 

축적 여부 등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확인함

  -  평가 대상 데이터가 <표 1> 과 같은 식별자 또는 <표 2>와 같은 준식별자를 포

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

  -  평가 대상 데이터가 개인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

치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 종료 가능

⊙  셋째, 기초자료로 제출된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기법 및 기준’에 따라 관련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검토

  -  <표 3>의 ‘데이터 원본 예시 및 세부 항목별 명세’, ‘개인식별요소가 제거된 평

가 대상 데이터 및 세부 항목별 명세’ 및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 적용 기준’

을 검토

  -  ‘개인식별요소 제거 기법 적용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적용되

지 않은 경우,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종료할 수 있음

나.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

⊙  평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의 개인정보 재식별 시도 가능

성에 대한 분석은 ‘1) 재식별 의도 및 능력’, ‘2) 정보보호 능력’에 대해 우선 분석

을 실시하고,

  -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3) 재식별 시도 가능성’을 분석함

1) 재식별 의도 및 능력 분석

⊙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의 재식별 의도 및 능력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를 

실시함

⊙  개별 평가위원은 <표 4> 평가지표의 세부 질문에 대해 검토하고 개별 평가 지

표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이 각 평가지표에 대해 ‘예’로 평가한 지

표의 개수를 합산해서 산출함

⊙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의 수로 나누어 ‘재식별 의도 및 능

력 분석’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표 5> 평가 기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으

로 1차 평가결과를 도출함

구 분 세부 지표 평 가

재식별 의도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데이터 제공자와  

기존에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 경험이 없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데이터를 재식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데이터를 재식별  

하는 경우 비경제적인 이익이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데이터를 제3의 이용

자에게 사전 허가 없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데이터 이용(제공)  

관련 계약서에 재식별 금지 및 제3자에게 데이터 

제공 금지 등의 문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예/아니오

재식별

능력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개인정보 재식별을 

시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개인정보 재식별을 

시도 할 수 있는 재원(자금)을 보유 또는 조달할 수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개인정보 재식별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접근 할 수 있음

예/아니오

외부 연계

관련

인터넷, SNS 등에 평가대상 데이터와 결합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음
예/아니오

<표 4> 
재식별 의도 및 
능력 분석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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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1차 평가 결

과보다 하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남

겨야 함

⊙  비식별 정보를 인터넷 등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재식별 

의도 및 능력 분석’의 평가 결과를 ‘높음’으로 평가

2) 정보보호 능력 분석

⊙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능력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평가를 실시함

⊙  개별 평가위원은 <표 6> 평가지표의 세부 질문에 대해 검토하고 개별 평가 지

표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이 각 평가지표에 대해 ‘예’로 평가한 지

표의 개수를 합산해서 산출함

⊙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의 수로 나누어 ‘정보보호 능력 분

석’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표 7> 평가 기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없음’

으로 1차 평가결과를 도출

⊙  1차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1차 평가 결

과보다 하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남

겨야 함

⊙  비식별 정보를 인터넷 등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정보보

호 능력 분석’의 평가 결과를 ‘없음’으로 평가

구 분 평가 기준

높 음 평균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또는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 하는 경우

중 간 평균 점수가 3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낮 음 평균 점수가 3점 미만인 경우

구 분 평가 기준

높 음 평균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중 간 평균 점수가 4점 이상, 6점 미만인 경우

낮 음 평균 점수가 4점 미만인 경우

없 음 인터넷 등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표 5> 
재식별 의도 및 
능력 분석 평가 기준

<표 7> 
정보보호 능력 분석 평가 기준

<표 6> 
정보보호 능력 분석 평가 지표

구 분 세부 지표 평 가

개인정보

보호 능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를 

받고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데이터의 보관 및 처

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데이터의 보관 및 처

리를 위한 관리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는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가 마련된 안전

한 방법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제공 받음
예/아니오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이 설치된 서버, PC 

등에서 이용됨
예/아니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의 접근권한 부여 및 

접근 이력이 관리되고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보안 관리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받고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가 PIPL, PIMS 등의 인

증을 받음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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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

⊙  ‘1) 재식별 의도 및 능력 분석’, ‘2) 정보보호 능력 분석’의 결과를 이용해서 비식

별화된 데이터의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을 최종적으로 실시

⊙  재식별 시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빈번한’, ‘가능한’, ‘가끔’, ‘거의 없는’ 등 4단

계로 평가

⊙  <그림 7>와 같이 ‘1) 재식별 의도 및 능력 분석’의 결과값과, ‘2) 정보보호 능력 분

석’의 결과값이 교차하는 지점의 평가값으로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

다.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 분석 

⊙  데이터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출 및 유출되어, 재식별 되었을 때 정보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특히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인 피해를 줄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

⊙  개별 평가위원은 <표 8> 평가지표의 세부 질문에 대해 검토하고 개별 평가 지

표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이 각 평가지표에 대해 ‘예’로 평가한 지

표의 개수를 합산해서 산출함

2)   정보보호 
능력

없음 빈번한 빈번한 빈번한

낮음 가능한 가능한 빈번한

중간 가끔 가끔 가능한

높음 거의 없는 거의 없는 가끔

낮음 중간 높음
1)  재식별 의도  

및 능력

<그림 7>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표  

⊙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의 수로 나누어 ‘개인정보 유출 위

험성 분석’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표 9> 평가 기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으로 1차 평가결과를 도출함

⊙  1차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1차 평가 결

과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남겨

야 함

<표 8>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 분석 평가 지표

구 분 세부 지표 평 가

공개 또는  
유출시  

영향 관련

데이터가 공개 또는 유출9)되었을 때 법적, 도덕적, 

기술적 이슈로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가 공개 또는 유출되었을 때 관련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가 공개 또는 유출되었을 때 관련 정보주체

에게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

예/아니오

데이터가 공개 또는 유출되었을 때 데이터 이용자 

또는 요청자에게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실을 발

생시킬 수 있음

예/아니오

9)  의도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권한이 없이 사용된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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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기준

높 음 평균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중 간 평균 점수가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낮 음 평균 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

<표 9>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 분석 평가 기준

라. 계량 분석

⊙  평가 대상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선정하고 분석함

     ※ 평가위원회에서 데이터의 특성, 비식별화 정도 등을 고려해서 분석기법 선정

  -  비식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에는 k-익명성(k-anonymity), l-다양성

(l-diversity), t-근접성(t-closeness) 등의 프라이버시 모델 이용 가능

     ※ 각 기법의 세부 내용은‘[부록2].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참조

⊙  분석결과는 ‘마. 평가기준값’ 결정시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분석 할 수 

있음

⊙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정도에 대한 계량 분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연구소, 학

교 등)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마. 평가 기준 값 결정

⊙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의 적정성을 계

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 기준 값을 <그림 8>의 사례와 같이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평가 기준 값으로는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값 등이 단독 또는 복수

개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값 결정시 고려 사항

  -   평가 대상 데이터의 준식별자 항목 수, 규모, 시간 흐름에 따른 누적 데이터 존

재 여부 등의 데이터 특징

  -  <표 3>의 ‘기초자료’

  -  ‘가. 사전검토’ 결과

  -  ‘나. 재식별 시도 가능성 분석’ 결과

  -  ‘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분석’ 결과

  -  ‘라. 계량 분석’ 결과

⊙  필요시 “라. 계량 분석”을 재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 분석 기준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 및 설정할 수 있음

<그림 8> 
평가 기준 값 예시10) 다. 개인정보

유출시 영향

침해위험

높음

k = 5

l = 2

k = 10

l = 3

k = 15

l = 4

k = 30

l = 5

t < 0.3

침해위험

중간

k = 3

l = 2

k = 5

l = 2

k = 10

l = 3

k = 15

l = 4

침해위험

낮음

k = 3

l = 2

k = 5

l = 2

k = 5

l = 2

k = 15

l = 3

거의 없는 가끔 가능한 빈번한
나. 재식별

시도 가능성

10)   <그림 8>의 “세부 평가 기준 값”은 단순 사례이며, 실제 적용시 일반적인 기준 값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준값에 대한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논의에 따라 적용 프라이버시 

모델 및 기준을 정하여 사용해야 함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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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정성 평가

⊙  평가위원회는 ‘마. 평가 기준 값 결정’에서 도출된 평가 기준 값과 ‘라. 계량 분

석’에서 계산된 분석 값을 비교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1차 평가 결과인 

‘적정’ 또는 ‘부적정’을 도출

⊙  최종적인 평가는 1차 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

하며, 1차 평가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

히 문서로 남겨야 함

1) k-익명성 값을 이용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

⊙  ‘라.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k-익명성 분석값이 평가위원회

에서 결정한 ‘평가 기준 값’ 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 10>과 같이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

⊙  ‘라.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k-익명성 분석값이 평가위원회

에서 결정한 ‘평가 기준 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표 10>과 같이 개인식

별요소 제거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

2) l-다양성 값을 이용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

⊙  ‘라.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l-다양성 분석 값이 평가위원회

에서 결정한 ‘평가기준값(l-다양성)’ 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 11>과 같이 개인식

별요소 제거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

⊙  ‘라.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l-다양성 분석 값이 평가위원회

에서 결정한 ‘평가기준값(l-다양성)’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표 11>과 같이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

k-익명성 값을 이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부적정’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필요)

‘적정’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불필요)

<표 10> 

k-익명성 기반 
적정성 평가 사례

평가 기준 값
(k-익명성 값)<계량분석의 

k-익명성 값
평가 기준 값
(k-익명성 값)>=계량분석의 

k-익명성 값

l-다양성 값을 이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부적정’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필요)

‘적정’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불필요)

<표 11> 

l-다양성 기반 
적정성 평가 사례

< >=평가 기준 값
(l-다양성)

계량분석의 

l-다양성 값
평가 기준 값
(l-다양성)

계량분석의 

l-다양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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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근접성 값을 이용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

⊙  ‘라.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t-근접성 분석 값이 평가위원회

에서 결정한 ‘평가기준값(t-근접성)’ 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 12>와 같이 개인식

별요소 제거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

  -  통상 t-근접성 값의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소수이며, 0에 가까울수록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  ‘라.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t-근접성 분석 값이 평가위원회

에서 결정한 ‘평가기준값(t-근접성)’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표 12>과 같이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

가. 데이터 제공 및 위탁 계약시 재식별 금지 관련 조항 반영

⊙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

< 계약서 특수조건 반영 내용 예시 >

제00조(개인정보 재식별 금지)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이용 및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을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을은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

는 것을 반드시 문서로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이 이루어지거나 재식별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중

지하고 관련 사항을 갑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이하 “갑”), 제공받은 기업(이하 “을”)

Ⅳ. 재식별 위험 관리 방안

01

재식별 
위험에 대한 
관리적 조치

t- 근접성 값을 이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부적정’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필요)

‘적정’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불필요)

<표 12> 

t-근접성 기반 
적정성 평가 사례

평가 기준 값
(t-근접성 값)<계량분석의 

t-근접성 값
평가 기준 값
(t-근접성 값)>=계량분석의 

t-근접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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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처리시 재식별 금지) 데이터를 제공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데이터

를 비식별화된 상태로 처리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재식별 시도를 금지해야 한

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재 제공 및 위탁시 재식별 금지 명문화) 데이터를 제공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

서 관련 데이터를 제3의 기관에 재제공하거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재

식별 시도를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위험 발견시 통지) 재식별이 이루어지거나, 재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발생시, 관련 사항에 대해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제공자에게 통지하는 책임

을 명확히 함

나. 데이터 공개 시 재식별 금지 관련 조항 게시

⊙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경우, 관련 데이터를 이용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를 재식별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 등의 형태로 게시

< 이용약관 또는 저작권 내용 사례 >

제00조(개인정보 재식별 금지)

①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이용 및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용해

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②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이 이루어지거나 재식별의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사

항을 데이터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데이터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

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 데이터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자

  -   (데이터 처리시 재식별 금지)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데이터를 

비식별화된 상태로 처리하고,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위험 발견시 통지) 재식별이 이루어지거나, 재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발생시,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

을 명확히 함

다.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이용 및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비식

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재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세부 지표 비 고

내부 
환경의 
변화

평가 대상 데이터와 연계 가능한 추가적인 개인정

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 및 공개 범위를 변

경하는 경우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수준을 변경 요청

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평가 대상 

데이터와 결합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2차 정

보가 생성되는 경우

신규 또는 추가로 구축되는 시스템이 평가 대상 데

이터에 대한 접근을 관리 또는 통제 하는 보안체계

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외부
환경의
변화

평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한 재식별 사례가 알려진 

경우

평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방안 또는 기술이 공개된 경우

평가 대상 데이터와 새롭게 연계 가능한 데이터가 

출현하거나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

<표 13>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 검토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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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의 질문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

고,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라. 개인정보 재식별시의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시행

⊙  기관별 데이터 공개, 제공, 위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재식별시 대응 매뉴

얼을 마련하고,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하거나 일반에 공개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재식별 하

거나, 재식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

속하게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함

가. 데이터 공개 중단 및 회수

⊙  신속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관련 데이터에 대한 공개를 중단하며, 

온라인으로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

⊙  기록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매체의 배포처를 확인하

고 회수 처리함

나. 데이터 제공 및 처리 위탁 중단

⊙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등 일체의 제공 

행위를 즉시 중단함

⊙  추가적인 비식별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관련 데이터의 이용 및 제공을 금

지함 

⊙  계약 등의 이슈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의 재식별을 통한 경제적, 비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과 신속히 협의 및 제공을 중단하기 위한 절

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데이터 재식별 위험 통지

⊙  개인정보가 재식별된 데이터를 이용 및 처리하고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데이터 및 관련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데이터에 대

한 처리의 중단을 요청

⊙  필요시 관련 데이터 및 관련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데이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

라.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

⊙  재식별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조치를 <표 14>와 같이 실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된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유출 통지 시 포함 사항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

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4. 개인정

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

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표 15>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게제

마. 추가적 비식별화 조치

⊙  재식별이 가능하다고 인지된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인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

를 수행

⊙  추가적인 개인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수행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화에 대한 적정성을 재평가

02

재식별시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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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통지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된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

항 통지

1.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필수사항)

2.  1번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개

※ 1번 통지방법으로 연락 불가시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지침 제28조

지침 제29조

통지 내용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

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통지 시기

⊙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안 때부터 지체없이 (5일 

이내) 통보

⊙  단, 개인정보 구체적인 유출내용 확인 불가한 경

우 다음 사항을 알리고 추후 확인된 사항 추가안

내 가능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통지내용 중 확인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

통지 결과

신고

⊙  통지결과* 등 지체없이 신고기관에 신고

 *  (예시) 통지내용·결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게시기간 

및 내용 화면캡처 등 입증자료 첨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기타 관련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개인별 유출 확인 시스템 구축

-  방법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유출여부  

확인

-  안내문구 : ‘개인정보 유출된 고객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된 고객이 아닙니다’ 등으로 확인

-

구 분 내 용

신고기관
⊙  행정자치부 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신고대상
⊙  1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시기
⊙  1만건 이상

⊙  지체없이(5일이내) 신고

신고방법

⊙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화를 통해 통지

내용 신고 후 유출신고서 제출 가능

신고내용

⊙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시점·경위 

⊙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신고접수기록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신고자 전자우편, 팩스)

과태료
⊙  통지하지 아니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홈페이지 게시
⊙  1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개별 통지와 함께 반드시  

7일 이상 게시

기타

매체관리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항 7일 이상 게시

관련 법령

⊙  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법 제75조(과태료)

⊙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 및 기관),  

제40조(개인정보 유출통지의 방법 및 절차)

<표 14>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방법

<표 15>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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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1  /  비식별화 조치 방법

02  /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03  /  참고자료

01 / 비식별화 조치 방법
11)

⊙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시) >

①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

②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③ 생체정보(지문, 홍채, DNA 정보 등)

④ 기관, 단체 등의 이용자 계정(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삭제처리 대신 (일부)속성 정보로 대체처리 

가능

     *  단, 공개하려는 속성정보는 함께 공개되는 정보 및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함

⊙  삭제 후 남아있는 정보의 추가 가공(삭제·변환 등)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자가 

보유한 정보 및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

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 ‘[참고] 개인식별요소 제거 요령(예시)’ 참조

11)   공공정보 개방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행정자치부, 2013.9.) 제4장 비식별화 조치 방법

비식별화 
처리 원칙

<개인 식별 정보의 
비식별화 처리 예시>

�

주민등록번호 연금 수급액

550001-1000001 100만원

450002-1000002 150만원

350003-2000003 200만원

250004-2000004 250만원

속성정보 연금 수급액

남성(또는 50대) 100만원

남성(또는 60대) 150만원

여성(또는 70대) 200만원

여성(또는 80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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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조치사항

개인정보 
개방 · 공유

근거 법령 검토

재식별화 여부 
정기 점검 / 
모니터링

<1단계>
법령 검토

<4단계>
사후 검토

<2~3단계>
비식별화 조치

개인식별요소 
삭제

<2단계>

개인식별 
가능성 검토

<3단계>

� � �

� ��

개방 · 공유 실시
(비식별화 조치 

불필요)

추가 비식별화 등 
보완조치

개방 · 공유 실시

법령근거 없을 경우

법령근거 있을 경우 재식별 가능시

⊙   1단계 : 관계법령 검토

     관계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허용 근거 확인

☞  합법적 개방·공유 처리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

보의 개방·공유 실시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 법

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 필요

⊙  2단계 : 개인식별요소 제거

     개방·공유가 허용된 특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개인식별요소를 제거

☞  개인식별요소의 제거는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개체의 개별 값을 임의의 

참고 값 또는 집단의 값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 활용(p.24 참고) 

⊙  3단계 : 개인 식별 가능성 검토 

     제공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개인 식

별 가능성 검토

 -  통계·수학·과학적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간접 개

인식별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통한 재식별 가능성 검토 

<참고 : 재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예시)>

    -  소수 집단에 관한 정보(90대 이상 연령자, 도서산간 거주자, 희귀질병 감염자 정보 등)

    -  연속하여 공개되는 패널 데이터 등(분기별 공개하는 환자진료 및 처방에 따른  

회복 관련 정보 등)

    -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경우(자동차 번호별  

소유자를 알고 있는 처리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집단과 그 구성원이 알려져 있는 경우로서 동일 속성을 가진 집단에 관한 정보

  -  비식별화 처리를 한 공공기관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비식별화 처

리 전에 보유한 개인 관련 정보를 활용·연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내

부 규정 등을 보완

     *  비식별화된 정보를 비식별화 처리 전에 습득한 개인관련 정보와 매칭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될 수 있음

<참고 : 재식별 가능성이 낮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예시)>

    -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을 제한

    -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 데이터의 추가적 공개 등에 관하여 부가적 제한을 둠

    -  비식별화된 정보의 적절한 이용 통제를 위한 접근 제한과 같은 절차를 도입

    -  가능한 신속하게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절차와 수단을 도입

⊙  4단계 : 사후검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데이터 분석기술의 진화 및 관련 공개정보가 누적되어 재

식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 기법 및 재식별 가능성에 관한 주기

적 모니터링 실시

  -  재식별이 되는 경우 추가 비식별화 등의 보완 조치 및 향후의 비식별화 처리 기

법 개선시 반영

      ※  비식별화된 정보를 재식별하는 경우 재식별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 근

거 마련 등 필요

< 비식별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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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법 주요내용

가명처리

(Pseudonymisation)

개인정보 중 주요 식별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곤란하게 함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일정한 규칙이 노출되어 역으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

총계처리

(Aggregation)

또는 평균값 대체 

(Replacement)

데이터의 총합 값을 보임으로서 개별 데이터의 값을 보이지  

않도록 함

(예)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 660cm, 평균키 165cm

*  단, 특정 속성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속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

나므로 그러한 정보는 비식별화 처리로 볼 수 없음 (예> 에이즈 환자 집단

임을 공개하면서 특정인물 ‘갑’이 그 집단에 속함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

는 것은 ‘갑’이 에이즈 환자임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데이터 값

(가치) 삭제

(Data Reduction)

데이터 공유·개방 목적에 따라 데이터 셋에 구성된 값 중에 필요

없는 값 또는 개인식별에 중요한 값을 삭제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졸업 → 35세, 서울 거주

(예)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 생, 남자

(예)  개인과 관련된 날짜 정보(자격 취득일짜, 합격일 등)는 연 단

위로 처리

(예)  연예인·정치인 등의 가족 정보(관계정보), 판례 및 보도 등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보

범주화

(Data Suppression)

데이터의 값을 범주의 값으로 변환하여 명확한 값을 감춤

(예)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데 기여할 확률이 높

은 주요 개인식별자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함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  남아 있는 정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 등과 결합하였을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참고] 
개인식별요소 제거 요령
(예시)

가. 배경

⊙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연결공격(linkage attack)을 방어하기 위해 제안된 프라

이버시 보호 모델로 2002년 L. Sweeney가 제안한 모델

< 공개 데이터의 취약점 >

⊙   공개 데이터

 -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공개 또는 배포하는 데이터

 -  데이터 분석가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개 데이터 

 -  많은 공개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함 (예: <표 1>)

 -  일반적으로 공개 데이터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하게 하는 속성은 삭제되어 배포됨

 -  그러나 준식별자에 의한 연결 공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문제 발생 가능

⊙   연결공격(linkage attack)

 -  공개 데이터간의 결합으로 인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  실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선거인명부’와 ‘공개 의료데이터’가 결합하여  

개인의 병명이 노출된 사례가 있음

 -  예를 들어, <표 2>의 선거인명부와 <표 1>의 의료데이터가 지역 코드, 연령,  

성별에 의해 결합되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병명이 드러날 수 있음

    예 : 김민준 (13053, 28, 남자) → 환자 레코드 1번 → 전립선염

02 /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k-익명성
(k-anonymity)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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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코드 연령 성별 질병

1 13053 28 남 전립선염

2 13068 21 남 전립선염

3 13068 29 여 고혈압

4 13053 23 남 고혈압

5 14853 50 여 위암

6 14853 47 남 전립선염

7 14850 55 여 고혈압

8 14850 49 남 고혈압

9 13053 31 남 위암

10 13053 37 여 위암

11 13068 36 남 위암

12 13068 35 여 위암

이름 지역 코드 연령 성별

1 김민준 13053 28 남

2 박지훈 13068 21 남

3 이지민 13068 29 여

4 최현우 13053 23 남

5 정서연 14853 50 여

6 송현준 14850 47 남

7 남예은 14853 55 여

8 성민재 14850 49 남

9 윤건우 13053 31 남

10 손윤서 13053 37 여

11 민우진 13068 36 남

12 허수빈 13068 35 여

<표 1> 
공개 의료데이터 사례

<표 2> 
선거인명부 사례

나. 정의

⊙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준식별자 속성값들이 동일한 레코드가 적어도 k개 존

재 해야 함

다. 의미

⊙   데이터 집합의 일부를 수정하여, 모든 레코드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구별되지 

않는) k-1개 이상의 레코드를 가짐

⊙   예를 들어, <표 1>의 의료 데이터가 익명화 된 <표 3>에서 1~4, 5~8, 9~12 레

코드는 서로 구별되지 않음12)

⊙   따라서, 익명화된 데이터 집합에서는 공격자가 정확히 어떤 레코드가 공격 대

상인지 알아낼 수 없도록 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예) 김민준 → 레코드 1~4 → 전립선염 또는 고혈압 

12)    ‘*’ 표시는 임의의 글자를 나타낸다. 가령, 지역코드 ‘130**’은 ‘13000’ ~ ‘13099’ 범위 안에 존재하

는 하나의 지역코드 값을 의미한다

<표 3> 
4-익명성 모델에 의해 
익명화된 의료데이터 사례
(k = 4)

준식별자 민감한 정보

지역 코드 연령 성별 질병

1 130** < 30 * 전립선염

2 130** < 30 * 전립선염

3 130** < 30 * 고혈압

4 130** < 30 * 고혈압

5 1485* > 40 * 위암

6 1485* > 40 * 전립선염

7 1485* > 40 * 고혈압

8 1485* > 40 * 고혈압

9 130** 3* * 위암

10 130** 3* * 위암

11 130** 3* * 위암

12 130** 3* *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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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같은 준식별자 속성 값들로 익명화된 레코드들의 모임을 ‘동일 준식별

자 속성 값 집합(equivalent class, 이하 동질 집합)’이라고 함

     예) 레코드1~4, 5~6, 9~12

라. k-익명성 검증 방법

⊙   k-익명성 수준의 판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알고리즘 1> 동질집합을 산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질집합을 산출해야 함

⊙   이후 <알고리즘 2> k-익명성 수준 판별을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동질집

합이 갖는 레코드의 개수인 k값을 계산함

⊙   동일한 레코드가 적어도 k개 존재해야 한다는 정의에 따라, 가장 작은 k값이 전

체 데이터의 k-익명성을 대표함

1: EC 는 알고리즘 1을 통해 찾은 모든 ‘동질 집합’들의 집합

2: k는 정수, 무한대로 초기화 (k=∞)

3: | ec |는 ec (EC 의 원소) 의 레코드의 개수

4: for each ec ∈ EC 에 대하여

5: if | ec | < k 

6: k = | ec |

7: end if

8: end for

9: k를 반환

<알고리즘 2> 

k-익명성 수준 판별 알고리즘

<알고리즘 1> 
동질 집합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

1: R 은 익명성을 판별하고자 하는 데이터 레코드들의 집합

2: EC 는 ‘동질 집합’ ec 들의 집합 (공집합으로 초기화)

3: for each 레코드 r ∈ R 에 대하여

4: if r 의 준식별자가 어떤 eci (EC의 원소) 의 준식별자와 같다

5: r 을 eci 에 삽입

6: else

7: EC에 새로운 ecj 를 생성

8: r을 ecj 에 삽입

9: end if

10: end for

11: EC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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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다양성
(l-diversity) : 

k-익명성의 

취약점을 보완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가. 배경

⊙   k -익명성에 대한 두 가지 공격, 즉 동질성 공격 및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06년 A. Machanavajjahala 등이 제안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 k - 익명성의 취약점 > 

⊙  데이터가 k-익명화 되었더라도 민감한 정보가 충분히 다양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문제 발생 가능

⊙ 취약점 1. 동질성 공격 (Homogeneity attack)

 -  데이터 집합에서 동일한 민감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격 대상의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

 -  <표 3>에서, 레코드 9~12의 민감한 정보는 모두 ‘위암’이므로, k-익명성 모델

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됨

⊙ 취약점 2.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 (Background knowledge attack)

 -  주어진 데이터 이외의 공격자의 배경 지식을 통해 공격 대상의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

 -  <표 2>와 <표 3>에서, 공격자가 ‘이지민’의 질병을 알아내려고 할 때, 준식별자 

조합(13068, 29, 여)에 따라 ‘이지민’은 1~4 레코드 중 하나이며, 질병은 전립선

염 또는 고혈압임을 알 수 있음

 -  이 때, ‘여자는 전립선염에 걸릴 수 없다’라는 배경 지식에 의해 공격 대상  

‘이지민’의 질병은 고혈압으로 쉽게 추정 가능함

⊙  k-익명성의 취약점의 원인

 -   다양성의 부족 (lack of diversity)

 • 익명화할 때 민감한 정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음

 •  동일한 민감한 정보를 가진 (다양하지 않은) 레코드가 익명화되어 하나의  

‘동질 집합’으로 구성될 경우, 동질성 공격에 무방비

 -  강한 배경지식 (strong background knowledge)

 •    k-익명성은 ‘여자는 전립선염에 걸리지 않는다’, 또는 ‘남자는 자궁암에 걸리지 

않는다’와 같은 공격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공격에  

취약함

나. 정의

⊙   l-다양성 (l - diversity)의 정의

  -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께 익명화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l 개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가져야 함

다. 의미

⊙   익명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l개 이상)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갖도록 동

질 집합을 구성

⊙   민감한 정보가 충분한 다양성을 가지므로,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공격에 방

어가 가능하고, 배경지식으로 인한 공격에도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가짐

⊙   예를 들어, <표 4>에서 모든 동질 집합은 3-다양성을 통해 익명화 되어 3개 이

상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가짐

  -  <표 3>과 같이 동일한 질병으로만 구성된 동질 집합이 존재하지 않음

  -   공격자가 질병에 대한 배경지식(예: 여자는 전립선염에 걸리지 않음)이 있더라

도,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게 됨 (예: 여성 이지민이 속한 동질 집합 2, 3, 

11, 12에서 전립선염을 제외하더라도 고혈압, 위암 중 어느 질병이 이지민의 것

인지 여전히 알 수 없음)

<표 4> 
3-다양성 모델에 의해 
익명화된 의료데이터의 예
(l = 3)

준식별자 민감한 정보

지역 코드 연령 성별 질병

1 1305* ≤ 40 * 전립선염

4 1305* ≤ 40 * 고혈압

9 1305* ≤ 40 * 위암

10 1305* ≤ 40 * 위암

5 1485* > 40 * 위암

6 1485* > 40 * 전립선염

7 1485* > 40 * 고혈압

8 1485* > 40 * 고혈압

2 1306* ≤ 40 * 전립선염

3 1306* ≤ 40 * 고혈압

11 1306* ≤ 40 * 위암

12 1306* ≤ 40 *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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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 는 알고리즘 1을 통해 찾은 모든 ‘동질 집합’들의 집합

2: l 은 정수, 무한대로 초기화 (l =∞)

3: |ecsa|는 ec (EC 의 원소) 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의 개수

4: for each ec ∈ EC 에 대하여

5: if |ecsa| < l 

6: l = |ecsa|

7: end if

8: end for

9: l 을 반환

<알고리즘 3> 

l-다양성 수준 판별 알고리즘

라. l - 다양성 검증 방법

⊙   각 동질 집합이 갖는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의 개수( l -다양성)를 탐색하기 위

해 <알고리즘 3>을 이용하여  l -다양성 값을 산정

⊙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가 적어도 l 개 존재해야 한다는 정의에 따라, 가장 작은 

l 값이 전체 데이터의 l-다양성을 대표함

마. 정보 유용성 (data utility)

⊙   정보 손실 (information loss)

  -  데이터를 익명화하게 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대가로 일정량의 정보가 필

연적으로 손실됨

  -  <표 3>, <표 4>의 ‘ * ’ 나 ‘ >’ 등과 같이 일부 정보를 지우거나, 원본 값을 구간 값 

또는 더 상위 개념의 값으로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

의 정보가 일부 손실됨

  -  예: 연령 ‘23’을 구간 값 (20 ~ 25)으로 익명화, 성별 ‘여성’을  ‘ * ’ (남성/여성을 

구분 없이 모두 지칭함)로 익명화

⊙   프라이버시 보호-정보 손실 간의 관계

  -   k-익명성과 l-다양성 모델에서 k, l 값은 곧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의미

  -  k, l 값이 증가할수록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많은 정보

가 손실되므로 정보 유용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t-근접성 
(t-closeness) :

값의 의미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모델

가. 배경

⊙   l -다양성의 취약점(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N. Li 

등이 제안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 l - 다양성의 취약점 > 

⊙ 쏠림 공격 (skewness attack)

 -  민감한 정보가 특정한 값에 쏠려 있을 경우, l-다양성 모델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함

 -  쏠림 공격의 예

 •  임의의 ‘동질 집합’이 99개의 ‘AIDS 양성’ 레코드와 1개의 ‘AIDS 음성’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

•  민감한 정보는 2-다양성을 만족하지만, 공격자는 공격 대상이 99%의 확률로 

‘AIDS 양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사성 공격 (similarity attack)

 -  익명화된 레코드의 민감한 정보가 서로 비슷하다면, l-다양성 모델을 통해  

익명화된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음

 -  유사성 공격의 예

 •    <표 5>는 3-다양성 모델을 통해 익명화된 데이터

 •   레코드 1,2,3이 속한 동질 집합의 병명이 서로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유사함  

(위궤양, 급성 위염, 만성 위염)

 •  공격자는 공격 대상의 질병이 ‘위’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음

 •  또 다른 민감한 정보인 급여에 대해서도, 공격 대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급여 값을 가짐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음 (30 ~ 5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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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별자 민감한 정보

지역 코드 연령 급여 (백만원) 질병

1 476** 2* 30 위궤양

2 476** 2* 40 급성 위염

3 476** 2* 50 만성 위염

4 4790** ≥ 40 60 급성 위염

5 4790** ≥ 40 110 감기

6 4790** ≥ 40 80 기관지염

7 476** 3* 70 기관지염

8 476** 3* 90 폐렴

9 476** 3* 100 만성 위염

<표 5> 
3-다양성 모델에 의해 
익명화되었지만 유사성 공격에 
취약한 사례
(l = 3)

<그림 1> 
질병에 대한 분류 트리

나. 정의 

⊙   동질 집합에서 민감한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민감한 정보의 분

포가 이하의 차이를 보여야 하는 것

다. 의미

⊙   민감한 정보의 분포를 고려

  -  각 동질 집합에서 ‘민감한 정보의 분포’가 전체 데이터 집합의 그것과 비교하여 

너무 특이하지 않도록 함

  -   <표 5>에서, 전체적인 급여 값의 분포는 30 ~ 110

  -  이 때, 레코드 1, 2, 3이 속한 동질 집합에서 급여의 분포는 30 ~ 50으로, 이는 

전체 급여 값의 분포(30 ~ 110)와 비교할 때 극히 일부 → 공격자는 근사적인 

급여 값을 알 수 있음

  -  t -근접성 모델은 이러한 동질 집합과 전체 데이터 집합 사이 분포의 과도한 차

이를 l-다양성 모델의 취약점으로 규정함

⊙   ‘민감한 정보의 분포’를 조정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

  -  민감한 정보가 특정 값으로 쏠리거나, 유사한 값들이 뭉치는 경우를 방지

  -   <표 6>에서 t-근접성 모델에 따라 레코드 1,3,8이 하나의 동질 집합으로 익명

화됨

  -   이 때, 레코드 1, 3, 8의 급여의 분포는 (30 ~ 90)으로 전체적인 급여의 분포(30 

~ 110)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  또한, 레코드 1, 3, 8의 질병 분포는 (위궤양, 만성위염, 폐렴)으로 병명이 서로 

다르면서, 질병이 ‘위’와 관련된 것 이외에 ‘폐’와 관계된 것이라서, 특정 부위의 

질병임을 유추하기 어려움

  -  따라서 <표 5>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격자가 공격 대상의 민감한 정보를 추측

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   민감한 정보의 의미(semantics)까지 파악하는 프라이버시 모델

  -  민감한 정보의 의미를 고려하여 값의 분포를 계산함

  -  연속 속성(continuous attribute)의 경우 숫자 값을 통해 의미가 유사한 정도

를 파악 (예: 급여)

  -  범주 속성(categorical attribute)의 경우 분류 트리(taxonomy tree, <그림 1> 참

고)를 이용해 의미가 유사한 정도를 파악 (예: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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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 -근접성 모델에 의해 
익명화된 데이터 사례

<알고리즘 4> 
t -근접성 수준 판별 
알고리즘

라. t- 근접성 검증 방법

⊙   각 동질 집합의 ‘민감한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의 ‘민감한 정보

의 분포’간의 거리(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알고리즘 4>를 이용해서 t- 근접성 

값 산출

  -  임의의 동질 집합에서 민감한 정보의 분포 Pec, 전체 데이터에서 민감한 정보의 

분포 Q
  -  모든 동질 집합에 대하여, Pec 와 Q의 차이(D[Pec , Q])13) t를 계산

  -  분포의 차이가 t 이하여야 한다는 정의에 따라, 가장 큰 분포의 차이 값이 전체 

데이터의 t- 근접성을 대표함

1: EC 는 알고리즘 1을 통해 찾은 모든 ‘동질 집합’들의 집합

2: t는 실수, 0으로 초기화 (t=0)

3: Pec 는 임의의 ec 에서 민감한 정보의 분포

4: Q 는 입력 데이터 집합 전체에서 민감한 정보의 분포

5: for each ec ∈ EC 에 대하여

6: if t < D[Pec, Q]       / *D[A, B]는 분포 A, B간의 거리*/

7: t = D[Pec, Q]

8: end if

9: end for

10: t를 반환

13)   분포의 차이 D[Pec, Q]는 EMD (Earth Mover Distance) 식을 통해 계산. t-근접성 논문인 “t-Closeness 

: Privacy Beyond -Anonymity and -Diversity”(2007.4.) 참조

준식별자 민감한 정보

지역 코드 연령 급여 (백만원) 질병

1 4767* ≤ 40 30 위궤양

3 4767* ≤ 40 50 만성 위염

8 4767* ≤ 40 90 폐렴

4 4790* ≥ 40 60 급성 위염

5 4790* ≥ 40 110 감기

6 4790* ≥ 40 80 기관지염

2 4760* 3* 40 급성 위염

7 4760* 3* 70 기관지염

9 4760* 3* 100 만성 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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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차분프라이버시
(ε-differential 
privacy) : 

k-익명성과 

l-다양성의 

취약점을 보완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가. 배경

⊙   k-익명성과 l-다양성의 취약점(최소성 공격)을 보완하기 위해 Dwork, C. 가 제

안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 k-익명성, l-다양성의 취약점 > 

⊙   최소성 공격 (Minimality Attack)

 -   k-익명성, l-다양성 프라이버시 모델을 이해하고 있는 공격자에 의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  최소성 공격의 예

      •  공격자는 2-익명성과 2-다양성을 만족하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표7>에서 Ben의 준식별자는 q1이고, 모든 가능한 준식별자는 q1 또는 q2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가정

      •  공격자는 2-익명성과 2-다양성을 만족하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통해 Ben이 HIV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음

      •  공격자는 <표 7>의 하단 2개 레코드는 (q2, NO)라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 4개의 레코드만 변화하면서, <표 8>과 같이 모든 가능한 경우의 테이블을 

도출할 수 있음

      •  공격자는 <표 8>에서 중복이 없는 9개 테이블(1, 2[3], 4, 5[9], 6[7,10,11], 8[12], 

13, 14[15], 16)을 도출 가능

      •  <표 8>의 9개 테이블 중 2-익명성과 2-다양성을 만족하는 7개 테이블은  

그대로 공개 가능하지만, 2-익명성과 2-다양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2개 테이

블(4, 8[12])에서 q1은 HIV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공격자는 <표 9>와 같

이 Ben이 HIV에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원본테이블 익명화 테이블
QID 질병 QID 질병

q1 HIV Q HIV 

q1 HIV Q HIV 

q2 NO Q NO 

q2 NO Q NO 

q2 NO q2 NO 

q2 NO q2 NO 

2-다양성 만족

<가정>

1.  공격자는 QID의 q1이 Ben인 것을  

알고 있음

2.  Q는 q1 또는 q2 인 것을 알고 있음

3.  익명화 테이블은 2-익명성과  

2-다양성을 만족하는 것을 알고 있음

<표 7>

추측테이블1 추측테이블2 추측테이블3 추측테이블4
QID 질병 QID 질병 QID 질병 QID 질병

q1 HIV q1 HIV q1 HIV q1 HIV 

q1 HIV q1 HIV q1 HIV q1 HIV 

q1 NO q1 NO = q2 NO q2 NO 

q1 NO q2 NO q1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추측테이블5 추측테이블6 추측테이블7 추측테이블8
QID 질병 QID 질병 QID 질병 QID 질병

q1 HIV q1 HIV q1 HIV q1 HIV 

q2 HIV q2 HIV q2 HIV q2 HIV 

q1 NO q1 NO = q2 NO q2 NO 

q1 NO q2 NO q1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Ⅱ Ⅱ Ⅱ Ⅱ

추측테이블9 추측테이블10 추측테이블11 추측테이블12
QID 질병 QID 질병 QID 질병 QID 질병

q2 HIV q2 HIV q2 HIV q2 HIV 

q1 HIV q1 HIV q1 HIV q1 HIV 

q1 NO q1 NO = q2 NO q2 NO 

q1 NO q2 NO q1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추측테이블13 추측테이블14 추측테이블15 추측테이블16
QID 질병 QID 질병 QID 질병 QID 질병

q2 HIV q2 HIV q2 HIV q2 HIV 

q2 HIV q2 HIV q2 HIV q2 HIV 

q1 NO q1 NO = q2 NO q2 NO 

q1 NO q2 NO q1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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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테이블 익명화 테이블
QID 질병 QID 질병

q1 HIV Q HIV 

q1 HIV Q HIV 

q2 NO Q NO 

q2 NO Q NO 

q2 NO q2 NO 

q2 NO q2 NO 

2-다양성 만족

추측테이블4 추측테이블8
QID 질병 QID 질병

q1 HIV q1 HIV 

q1 HIV q2 HIV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q2 NO 

*두 테이블을 비교해서 q1(Ben)이 
HIV에 걸렸다는 것을 도출 가능

⇩

<표 9>

나. 정의

⊙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에 확률적으로 변조를 가하여 레코드에 대한 식별 가능

성을 제한해 민감한 정보를 높은 확률로 추측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모델

다. 의미

⊙   공개되는 테이블에 민감정보가 나올 확률을 고려

  -  각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대해서 그 레코드가 원본 테이블에 존재

하든, 존재하지 않든 공개된 테이블에 나올 확률을 거의 같도록 조정해서

  -  각각의 레코드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찾더라도 100%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모델

⊙   데이터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희생 

  -  데이터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며, 민감한 정보를 100% 확신하는 것

만을 막을 수 있을 뿐 민감한 정보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 공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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