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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여러 분야의 정보를 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 하는 노력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양한 데

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빅데이

터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인 데이터 연계(data linkage) 또는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은 단일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연계 방법론은, 기존 조사 및 행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및 신규통계 생산에 

기여하며,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조사데이터와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구

축한 행정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

는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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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cro data linkages to promote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Data (integration) linkages or data matching is one of the 

major way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from a single material to some extent. Data matching 

is a method to form a complete data that can provide more 

abundant information by combining a plurality of different data 

files.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concepts linked to the type 

of data and separated data linkage cases. Besides we looked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use cases and examined the 

theoretical review and matching techniques based on linkage 

methodology with simulation. In addition, statistical matching 

techniques based on the simulation seek after advisable evidence 

of policy by analyzing the results using the materials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rea Health Panel Survey and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is connects to address the problem 

of conflicting data values and privacy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data.

Data linkage methodology can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basic materials and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data as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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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statistical analysis users can utilize this methodology to 

improve their statistical evidence-based research. Also Data 

linkage methodology provides the basis for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of an efficient analysis that derives a new result 

presented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conjunction 

with a variety of survey data,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re very important issu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current 

government 3.0 which promotes by current government as 

national issues.



1. 연구배경 및 목적

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인 데이터 연계(data linkage) 또는 데이터 매

칭(data matching)은 단일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어

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이란, 서로 다른 복수의 데이터 파일을 결합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은 레코드 연계

(record linkage),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등과 유사한 의미로도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조사·구축되는 데이터에는 가구 및 개인 고유식별정보, 성

별, 나이 등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통 항목

들을 통해서 다수의 데이터를 통합하면 어떠한 경우는 완전히 같은 사람

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사람들이나 집단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음으로써 데이터의 유용성을 훨

씬 높일 수 있다. 기존 데이터간의 연계는 새로운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응답자의 부담도 줄

일 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연계 방법론 및 활용사례를 통해 기존 조사 및 

행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분석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근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및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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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생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데이터 연계 또는 매칭은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양

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조사데이터와 정부 및 공공기관 행정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은 현 정부에

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 3.0을 추진하가 위한 실천 과제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 및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 3.0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연계의 개념정의와 데이터 연계 유형을 구분하

고 국내·외 활용사례를 살펴보며 연계 방법론에 따른 이론적 검토 및 매

칭기법을 simulation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통계적 매칭기법 simu-

lation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 한국의료패널, 재정패널 자료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연계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근거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데이터 연계 시 관련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데이터

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개인정보보호의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에 따라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데이터연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터 연계의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연계 유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연계 유형

은 데이터의 특성(조사데이터 vs. 행정데이터), 데이터 연계 방법(정확 매

칭 vs. 통계적 매칭), 연계 기준이 되는 데이터(기준데이터 vs. 연계데이

터)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데이터 연계 방법인 정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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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은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여 동일한 개체를 연결하므로 행정데이터 간

의 연계나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의 연계에 이용될 수 있다. 통계적 매

칭의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체를 찾아 그 

데이터를 결합하므로 고유식별정보가 없는 데이터 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확 매칭과 통계적 매칭 방법의 특징과 매칭절차, 이론

적 배경을 통해 데이터 연계 방법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의한 데이터연계 유형별로 보건복지분야의 실제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확 매칭을 이용한 행정 데이터 간 연계 사례

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은 45개의 공공기관에서 552종의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복지대상 

선정 및 급여 지급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복지행정시스템이다. 기초연

금 선정기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도출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의 자

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확 매칭

을 이용한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 연계사례는 중증장애인등록DB와 중

증장애인실태조사가 있으며, 정확매칭을 이용한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

터 연계사례는 한국의료패널과 건강보험공단DB가 있다. 통계적 매칭을 

이용한 행정데이터 간 연계활용 가능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환자표본자료와 외래환자표본자료이다.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임의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개

방·확대에 따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유형이다. 통계적 매칭

을 이용한 조사데이터 간 연계활용사례는 5장에서 모의분석한 한국복지

패널과 재정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이 있다. 데이터 연

계의 해외사례로, 정확 매칭과 통계적 매칭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정확 매

칭 사례에서는 정확 매칭을 이용한 행정데이터 간 연계인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보건부의 Blue Matrix에 대한 현지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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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행정데이터로의 접근이 어렵고, 조사데이터에

서도 고유식별정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 

통계적 매칭 방법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4장 통계적 매칭기법

에 따른 simulation에서는 둘 이상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계하기 전에 

통계적 매칭기법들의 성과를 보기위해 다양한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랜덤 

핫덱과 최근접 이웃 핫덱 방법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2012년 한국의

료패널 데이터셋을 임의로 기준파일과 연계파일로 나누고 기준파일의 고

유변수(민간연금/종신보험가입,만성질환유무)와 연계파일의 고유변수(경

제활동유무, 개인별연간소득)를 정의하였다. 기준파일에서 연계파일의 

고유변수를 가리고, 통계적 매칭의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연계파일을 결

합 한 뒤, 통합파일에 대한 신뢰성 검증으로 기준파일에 존재하는 연계파

일의 고유변수 값과  연계된 연계파일의 고유변수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맨하튼 거리함수를 이용한 랜덤 핫덱 방법

이 성과가 제일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 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 모의분석에서는 4장에서 제일 좋

은 결과를 보여주었던 맨하튼 거리함수를 이용한 랜덤 핫덱 방법을 사용

하여 두 조사데이터를 연계·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을 연

계한 통합데이터에서는 납세여부와 복지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

여 복지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복지수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집단(Tax Yes / Welfare Yes)의 경우,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증세 필요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무

상보육,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초연금 등 최근 몇 년간 확대된 다양한 복

지정책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이 단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계층 이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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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본인 또는 가족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 사용된다

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

료패널을 연계한 통합데이터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

출 부담 및 건강관련 주요특성을 분석하였다. 소득수준별 가구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배율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자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배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배율은 감

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

질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며, 만성질환자의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

는 비율, 건강만족도, 생활만족도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낮았

다.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자살충동 비율은 만성질

환자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흡연자 비율은 만성질환

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높고,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자의 음주빈

도가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장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과 방법론에서는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빅데이터 시

대에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적 정의 및 근

거와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료 이용자의 요구에 맞

게 데이터가 분석·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제시하여 개

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정확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는 정확하게 같은 개체를 연결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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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는 경우 단일 자료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도

가 매우 높지만, 카드정보 유출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 벽이 높아진 지

금, 정확 매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는 않다. 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

이터 연계는 유사한 개체를 연결하여 통합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

문에 통합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존재한다. 두 데이터의 조사시

점 또는 생산시점이 다를 경우, 두 데이터의 모집단 문제, 두 데이터의 모

집단 가중치가 다른 경우, 공통변수 선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통합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통합데

이터의 품질은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 등의 통계 분석을 실시해도 결과

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통합데이터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연계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데이터 품질제

고를 위해 데이터 연계 방법론 대안으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이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데이터 연계의 

활용가치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정확매칭에서 고유식

별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경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통계적 방법인 매스킹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데이터연계센터나 가칭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통계학에 대해 중요한 역

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계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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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진단하여 정보를 제공하

는데  주목한 시기였다. 데이터 연계는 빅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우

리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 영역과의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효과를 극대

화 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주요용어: 데이터 연계, 정확 매칭, 통계적 매칭,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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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의미1)한다. 정부 3.0이 제

기된 배경으로는 IT 환경의 변화로 인한 빅데이터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

한다2). 현 정부에서 여러 분야의 정보를 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자 하는 노력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빅데이터의 3요소는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의 증가 속도

(Velocity), 데이터의 다양성(Variety)이며, 이 가운데 다양성은 제4의 

요소인 새로운 가치(Value)를 창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

러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부 3.0 홈페이지 (http://www.gov30.go.kr/)
2) 위키백과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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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빅데이터와 정부 3.0

자료: 오미애(2014), 정부3.0과 빅데이터: 보건복지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Issue & Focus, 23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필수적

인 기술이 데이터 연계 방법론이다. 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인 데이터 연

계(data linkage) 또는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은 단일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이란, 서로 다른 복수의 데이터 

파일을 결합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은 레코드 연계(record linkage), 데이터 통합(data in-

tegration)등과 유사한 의미로도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조사·구축되는 데이터에는 가구 및 개인 식별번호, 성별, 

나이 등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통 항목들을 

통해서 다수의 데이터를 통합하면 어떠한 경우는 완전히 같은 사람의 정

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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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집단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음으로써 데이터의 유용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기존 데이터간의 연계는 새로운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얻는데 걸

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응답자의 부담도 줄일 뿐만 아

니라 기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의 활용

적인 측면에서 조사데이터의 연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자료통합기법의 주제로 2020년까지 중장기 연구 추진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국가통계발전전략에서도 통계이용의 활성

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 등 2차 자료 생산 및 확대 계획과도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자료의 결합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 2013년 미국의 프리즘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었으며, 2014년에 발생한 한국의 카드정보 유출사태

도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연계의 개념정의와 데이터 연계 유형을 구분하

고 국내·외 활용사례를 살펴보며 연계 방법론에 따른 이론적 검토 및 매

칭기법을 simulation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계적 매칭기법 

simulation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 한국의료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연계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근

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데이터 연계 시 관련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데

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개인정보보호의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6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연계 방법론 및 활용사례를 통해 기존 조사 및 

행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분석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근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및 신규

통계 생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데이터 연계 또는 매칭은 데이터의 질을 높

이고 효율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조

사데이터와 정부 및 공공기관 행정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은 현 정부에

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 3.0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 및 분석하여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 3.0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연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터 연계 유형을 매

칭 방법(exact matching, statistical matching)과 데이터 특성(조사데

이터, 행정데이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데이터 연

계 사례를 찾아보고,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simulation을 통해 통계적 매

칭의 여러가지 방법론들을 비교해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

패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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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계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시 관련된 이슈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

보보호의 필요성, 데이터연계 및 활용관련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중심

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제2장 “데이터 연계의 개념 및 유형 구분”에서는 데이터 연계 용어 및 

데이터 연계 시 필요한 개념을 정의한 뒤,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조

합을 통해 연계할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하는 정확 매칭(exact matching)과 통계적 매칭

(statistical matching)으로 데이터 연계 방법을 분류하여 각 방법의 이

론적 배경과 특징 및 매칭 절차를 살펴본다.  

제3장 “데이터 연계 유형별 활용사례”에서는 데이터연계 유형별 실제 

활용사례를 제시하여 데이터 연계 적용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

다. 데이터연계 유형은 두 데이터를 연계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파일과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연계파일의 데이터 특성, 매칭방법

에 따라 8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로 보건복지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활용가능성이 있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활

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데이터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

다. 

제4장 “통계적 매칭기법에 따른 Simulation”에서는 복수의 데이터에

서 유사한 개체를 찾아 연계할 때 고려되는 통계적 매칭기법들의 매칭결

과에 대한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연계된 데이터인 통합데이터 활용의 신

뢰성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2012

년 가구원자료를 활용하여 R프로그램의 StatMatch에 있는 통계적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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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마다 다양한 거리함수를 적용하여 데이터 연계 simulation을 수행

하였다. 기준파일과 연계된 연계파일의 개체와의 유사성을 MSE(Mean 

Squared Error)로 측정하여 통계적 매칭 기법간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제5장 “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 모의분석”에서는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매칭 방법과 관련하여 두 조사데이터를 연계

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기준파일인 한국복지

패널과 연계파일인 재정패널, 기준파일인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파일인 의

료패널을 연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의 simulation 수

행 결과에서 데이터 연계 성과측정을 위한 MSE값이 가장 낮았던 통계적 

매칭기법을 사용하였고, 두 데이터를 연계하여 통합데이터를 구축하였

다.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을 연계한 통합데이터에서는 납세여부와 복

지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복지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

다.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을 연계한 통합데이터에서는 만성질환

자의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출 부담 및 건강관련 주요특성을 분석하였다.  

제6장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과 방법론”에

서는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빅데이

터 시대에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적 정의 

및 근거와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료 이용자의 요

구에 맞게 데이터가 분석·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제시

하여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을 요약하였고, 데이터 

연계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으며, 데이터 연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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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해외사례 연구 및 현지

조사, 데이터 연계 simulation, 자료 분석, 국제 데이터연계 학회를 통한 

해외동향 파악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근거기반(evidence-based)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및 신규

통계 생산에 기여하고자,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데이터연계의 개념을 정

립하고, 데이터 특성 및 매칭 방법에 따른 8가지 데이터 연계 유형을 제시

함으로써 데이터 연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의 데이터 연계 유형별 활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데이터 연계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사례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정책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보건부의 사례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연계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비교분석하기 위

하여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임의로 2개의 데이터(기준파일, 연계파일)

로 나눈 다음, 여러 통계적 매칭기법을 고려하여 두 데이터를 연계하여 

통합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데이터에 존재하는 주요 관심 변수인 기준

파일의 소득과 연계파일의 소득 차이를 MSE로 측정하였다. 위 과정을 

100번 반복하여 여러 통계기법들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마이크

로데이터 연계 simulation에서 여러 통계적 매칭기법을 고려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R 프로그램의 StatMatch(D’Orazio, 2012) 를 사용하

였다. 매칭기법으로는 최근접 이웃 핫덱(Nearest neighbor distance 

hot deck)과 랜덤 핫덱(random hot deck)을 사용하였고, 거리함수로

는 맨하튼(Manhattan),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 정확(Exact)거리 

함수를 이용하여 각 방법들에 대한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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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 모의분석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을 사용하여 데

이터 연계분석을 하였다.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을 연계하고자 4장의 simulation 결과인 데이터연계 성과

측정에서 MSE값이 가장 낮았던 통계적 매칭기법을 선택하고, 각 통합데

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의 활용도를 높이

고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시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데이터 연계 시 관련 이슈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과 방법론에 관

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자료 제공자와 자료 이용자의 요

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연계 기법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함으로써 데이터 연계 방법론 대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  

데이터 연계 개념 및 유형 구분 

제1절 개념 정의 

제2절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

제3절 데이터 연계 방법에 따른 분류 





제1절 개념 정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법인 데이터 연계(data linkage) 또는 데

이터 매칭(data matching)이란, 서로 다른 복수의 데이터 파일을 결합

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통합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데이터 매칭은 기록(record), 개체 식

별(entity resolution), 목표 식별(objective identification), 필드 매칭

(field matching),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퓨젼(data 

fusion) 등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3)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매칭의 개념을 정확 매칭(exact matching)와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으로 나누어서 정의한다.

 서로 다른 자료에서 동일한 개체(same individual, family, event 

or place)를 결합하는 것을 정확 매칭(exact matching) 또는 기록 연계

(record linkage)4)라고 하며, 서로 다른 자료에서 유사한 개체(similar 

individual, family, event or place)를 결합하는 것을 통계적 매칭

(statistical matching)이라고 한다. 

 정확 매칭은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여 동일한 개체를 연결하므로 행

정데이터 간의 연계나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의 연계에 이용될 수 있

3) Christen, P.(2012). Data matching: concepts and techniques for record linkage, 
entity resolution, and duplicate detection. Springer.

4) 상황에 따라서는 기록 연계(record linkage)의 범위에 유사한 개체의 결합을 포함시키기
도 한다.

데이터 연계 개념 및 
유형 구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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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적 매칭의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

체를 찾아 그 데이터를 결합하므로 조사데이터와 조사데이터의 연계, 행

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의 연계(조사데이터에서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얻지 못할 경우)에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 매칭(exact matching)과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을 중심으로 데이터 연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기법을 살펴보고 데이터 연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데이터 매칭은 서로 다른 데이터 파일을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된 데이

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그림 2-1〕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

터가 존재하며 파일 A는 변수 X, Y로, 파일 B는 변수 Y, Z로 구성되어 있

는 상황에서 파일 A에 파일 B를 연계한다고 가정하면, 파일 A는 기준이 

되는 주체파일(host file) 또는 수용파일(recipient file)이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준파일’로 정의한다. 파일 B는 통합 연계과정에서 추가적

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될 파일로 제공파일(donor file)이라고 하며, 

여기서는 연계 대상이 되는 데이터라는 의미에서 ‘연계파일’이라고 정의

한다. 파일 A와 파일 B에서 모두 관찰되는 변수 X는 ‘공통변수(common 

variable)’이며, 파일 A에서만 관찰되는 변수 Y와 파일 B에서만 관찰되

는 변수 Z를 ‘고유변수(unique variable)’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매칭은 공통변수를 이용하여 파일 B에 있는 변수 Z를 파일 A에 추가하는 

것으로, 공통변수들 중 두 데이터를 연계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변수를 

‘매칭변수(matching variable)’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매칭변수로 연계된 하나의 파일을 결합파일(matched file)이

라고 하며 여기서는 연계된 결과를 의미하는 ‘통합파일’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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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데이터 매칭 개요

자료: 이영섭 외 (2009)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통계적 매칭기법에 관한 연구, 통계 연구, 제
14권 제1호, 82-98 참고

데이터 통합 연계 방법에서 정확 매칭과 통계적 매칭 두 경우 모두 

해당되는 주요 데이터 연계 단계5)는 다음과 같다. 

5) Statistics New Zealand (2006) “ Data Integration Manual” 

•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세우기 

   (Develop clearly defined objectives)

• 법률, 정책,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 해결 

   (Address legal, policy, privacy, and security issues)

• 데이터 제공자 및 데이터 이용자들과의 관계 구축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data providers and data users)

• 데이터 출처에 대한 철저한 이해

   (Gai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data sources)

• 매칭방법 결정

   (Decide how you will do the matching)

• 정보기술 데이터 저장소 구축 및 처리요구 조건 정의 

   (Define and build information technology (IT) data storage 

and process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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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발간한 “Data Integration Manual 

2006”에서는 데이터 연계 시 고려해야 할 12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원시 데이터 얻기

   (Obtain the source data)

• 매칭 수행

   (Carry out the matching)

• 매칭의 유효성 검증 및 품질 진단 제공

   (Validate the matching and provide quality measures)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권 제공 및 공개된 결과물의 비 성(개인 신상

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자료 보호)에 대한 고려

   (Consider provision of access to microdata and con-

fidentiality of published  outputs)

• 분석 수행 및 결과 공유

   (Carry out the analysis and disseminate results)

  1. 데이터 연계가 새로운 통계를 생성하거나 기존 통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수행한다.

  2. 데이터를 연계해서 경비를 줄이거나 질을 높이거나 규제를 줄이는 등

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데이터 연계를 고려한다.

  3. 데이터연계의 이득이 개인정보보호의 위험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지

를 고려한다.

  4. 원자료의 순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 연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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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는 결합할 데이터를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

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데이터(Administrative data)는 공공기관이 직

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조사데이

터 (Survey data, Micro data)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개

체(단위, unit)의 기록(record)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통합파일은 데이터 연계 시 기준이 되는 기준파일과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연계하는 연계파일의 결합으로 데이터 특성에 따라 4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행정데이터와 행정데이터,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 조사데

이터와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와 조사데이터의 조합이다. 

 위의 4가지 모두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에 고유식별정보가 있다면 정확

  5.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연계를 반대하는 경우 연계하지 않는다.

  6. 데이터 연계는 반드시 데이터를 제공한 모든 기관은 동의를 얻는다.

  7. 연계된 데이터는 공식 통계나 관련 연구에만 사용한다.

  8.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나 변수를 연계하지 않는다.

  9. 연계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는 따로 관리한다.

10. 이름이나 주소 등의 개인식별자는 데이터 연계 시에만 사용하고 파기

한다.

11. 연계된 데이터에는 외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식별자(예: 아이

디 등)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12. 데이터 연계는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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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방법이 가능하며, 기준파일과 연계파일 중 하나라도 고유식별정보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개체를 연계하는 통계적 매칭방법을 활용

하여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4가지의 데이터 특성과 2종류의 

매칭방법을 조합하여 데이터 연계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2〕 데이터 특성 및 매칭 방법에 따른 8가지 유형

〈표 2-1〉 데이터 특성 및 매칭 방법에 따른 8가지 유형

매칭 방법
데이터 특성

기준파일 연계파일

Exact Matching

행정데이터 행정데이터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

조사데이터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 조사데이터

Statistical Matching

행정데이터 행정데이터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

조사데이터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 조사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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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데이터 특성 및 매칭 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Exact matching : 행정(기준파일) + 행정(연계파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연금 선정기준

▷  Exact matching :행정(기준파일) + 조사(연계파일) 

 중증장애인DB명부 + 중증장애인실태조사

▷ Exact matching : 조사(기준파일) + 행정(연계파일) 

 한국의료패널 + 건강보험공단DB 

▷ Statistical matching : 행정(기준파일) + 행정(연계파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입원 + 외래)

▷ Statistical matching : 조사(기준파일) + 조사(연계파일) 

 한국복지패널+재정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한국의료패널

각 방법에 대한 활용사례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데이터 특성이 조사데이터는 대표적으로 표본조사와 등록시스템 기반

의 센서스가 있으며, 행정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도 이에 포함된다. 센서스

는 인구·가구·주택과 같은 개별 단위별로 모든 조사대상을 동일한 시점에 

일정한 주기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표본조사와 차별성이 있다6). 여기서는 

표본조사, 센서스, 행정데이터에 기반한 조사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데

이터 연계 시 데이터 특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각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비교는 〔그림 2-3〕과 같다. 

6) [조순기, 최은영(2008),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해외 사례 연구, 통계청] 참고. 통계
청에서는 등록기반 센서스를 2015년 도입 예정임. 등록센서스(register-based census)
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가용한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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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본조사와 나머지 두 데이터 특성을 비교해보면, 표본조사는 조

사대상이 기록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센서스와 행정데

이터 기반 조사는 기록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를 대상으로 한다. 표

본조사는 표본설계,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을 고려해야하고, 센서스

와 행정데이터 기반 조사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다른 행정데이

터 기반 조사와의 조정이 중요하다. 또한, 표본조사는 통계표 작성시 통

계표 셀 내의 크기가 작은 경우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어 통계표 크기가 

작은 반면, 센서스와 행정데이터 기반 조사는 통계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있다.

표본조사와 센서스는 행정데이터 기반 조사와 데이터 수집방법, 에디

팅, 무응답에서 차이점이 있다. 표본조사와 센서스는 자체적으로 조사문

항을 만드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행정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는 다른 행정

기록들을 사용한다. 에디팅 작업에서 표본조사, 센서스는 응답자를 접촉

해서 이루어지지만, 행정데이터 기반 조사는 권한이 제공된 기록에 접근

해야 에디팅이 가능하다. 표본조사와 센서스는 무응답이 존재하고, 무응

답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지만, 행정데이터 기반 조사는 시스템상의 결측

값과 비포함으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한다.

데이터 품질의 한계 측면에서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표본

조사는 샘플링 오차, 측정오차가 존재하며, 센서스는 측정오차, 행정데이

터 기반 조사는 관련성 오차와 비교성 부족 등이 있다. 반면에, 표본조사, 

센서스, 행정데이터 기반 조사의 공통점은 모집단을 정의하기 위해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사의 세 유형인 표본조사, 센서

스. 행정데이터 기반 조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데

이터 결합 시,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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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표본조사, 센서스, 행정자료에 기반한 조사의 비교

자료:  Wallgren, A., & Wallgren, B. (2007). Register-based statistics: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Vol. 553). John Wiley & Sons. 65page 참고

표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에 비해 행정데이터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

는 측정오차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의 구조, 사람에 대한 질문항목, 기업에 대한 질문항목, 

면접관 효과 등에서 측정오차가 다르게 반영되며, 표본조사에서는 조사

항목,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변수들에 대한 측정오차가, 행정데이터 기반

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관련성 오차와 모형 오차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정오차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검토는 데이터 연계 시 연계된 통

합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시, 고려해 보아야하는 사

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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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측정오차 - 데이터 수집방법의 비교

자료: Wallgren, A., & Wallgren, B. (2007). Register-based statistics: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Vol. 553). John Wiley & Sons. 181page 참고

제3절 데이터 연계 방법에 따른 분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연계 방법에 따른 분류로 정확 매칭(exact 

matching)과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확 매칭(exact matching)은 기록 연계(record linkage)라고도 하

며,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식별정보가 자료에 공통으로 있고 변수의 값

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정확 매칭은 고

유식별정보가 존재하는 행정데이터 간 연계에 주로 이용될 수 있다.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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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수에 측정오차가 없다는 전제 하에, 동일한 개체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이상적으로 데이터 매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privacy)과 비

(confidentiality)의 법적·제도적 규제로 실제 데이터를 이용 할 경우 정

확 매칭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확 매칭에서는 공통변수들에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에 

대한 데이터 연계를 할 경우, 이름 개명, 데이터 생성시기 차이, 주소 이

전으로 동일인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사업체명 변경, 대표자 성명 변경, 업종 변환 

등의 이유로 통합데이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두 데이터의 레코드의 정확한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

여하고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은 연계할 두 데이터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있는 변수에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개체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개체를 찾아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 통계적 매칭은 고유식별정보가 없는 조사데이터간 연계에서 주로 이용

될 수 있으며, 행정데이터의 접근이 어려운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개방·확대에 따라 행정데

이터의 샘플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매칭은 향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방법이다. 

이 절에서는 정확 매칭과 통계적 매칭의 예시로 매칭 방법에 대한 이

해를 돕고, 정확 매칭방법을 사용할 때, 공통변수에 측정 오차가 존재하

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통계적 매칭에서는 필요

한 기본 가정을 살펴봄으로써 신뢰성 있는 통합데이터 구축을 도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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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 매칭(Exact Matching)

 정확 매칭은 동일한 개체에 대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다

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

씬 적게 든다는 데 장점이 있다. 한번 데이터가 결합되면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기초 데이터 수집 시간이 크게 감

소한다. 정확 매칭은 학계, 산업,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구 분

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모니터링, 감시, 분석 평가 등에 유용하

게 쓰이고 있다. 또한, 정확 매칭는 현재의 데이터가 미래에도 쓰일 수 있

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

으며 데이터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5〕 정확 매칭 예시 1     

 자료 : Mark Elliot What is Data Linkage?, Centre for Census and Survey Research, 발표자
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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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정확 매칭의 예시로 한사람의 레코드(record)를 나타내

며, 개인 식별로  그 사람이 받은 각종 수당의 데이터파일과  그 사람의 취

업기간 정보가 있는 파일을 연계하였다. 이는 복수의 데이터 파일에서 변

수들 간 연관성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취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

수급 등과 같은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정확 매칭은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자료를 연계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불확실성이 없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단일변수

일 수도 있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의 조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

는데, 여러 변수의 조합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름 개

명, 주소 이전, 입력 오류, 데이터의 생성시기에 따른 차이(나이, 교육수

준), 결측 항목 등의 사유로 동일인의 정보가 두 데이터에 다르게 입력되

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파일에 동일한 사람의 정보가 아래와 

같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성별, 태어난 월,일이 일치하고, 이름과 태어난 

연도, 주소는 다르다. 이름과 태어난 연도는 입력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주소는 본인의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7). 

〔그림 2-6〕 정확 매칭 예시 2 

7) Statistics New Zealand (2006) “ Data Integration Manual”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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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며 신뢰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변수들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확한 정도를 고려한 가중

치를 부여하고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연계절차를 실시 할 수 있다. 

개별 단위의 기록을 레코드(record)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데이터의 

연계결과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로 표현 가능하다. 

〈표 2-2〉 데이터 연계 오류

서로 다른 두 데이터의 레코드 쌍이 데이터 연계과정을 통해 연계

(link)되었다면 이는 같은 개체(사람/사업/사건 등)로 인식한다. 레코드 

쌍이 실제 동일한 개체(match)일 때 정확하게 연계(link)되었다면 옳게 

맞춘 레코드 쌍(true positives)에 속하며, 레코드 쌍이 실제 다른 개체

(non-match)일 때 서로 연계되지 않았다면(non-link) 이 역시 옳게 맞

춘 레코드 쌍(true negative)에 속한다.  데이터 연계 시 발생되는 오류

는 1종 오류(type Ⅰ error)와 2종 오류(type Ⅱ error)가 있다. 1종 오류

는 레코드 쌍이 실제 다른 개체(non-match)일 때 같은 개체로 연계된 

레코드 쌍(false positive)을 의미하며, 2종 오류는 실제 동일한 개체

(match)일 때 부정확하게 연계된 레코드 쌍(false negative)들을 의미한

다8). 데이터 매칭의 최종적 과정은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

8) Fellegi, I. P., & Sunter, A. B. (1969). A theory for record linkage. Journal of the 

              실제
연계        

True Match True Non-Match

Link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Link

( 1종 오류 )

Non-link
False Negative Link

 ( 2종 오류 )
Tru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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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으로, 데이터 매칭의 질을 측정하는 단계에서 위의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계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데이터에 대한 연계과정의 전반적인 흐름도는 [그림 2-7]

과 같다. 우선 데이터 표준화(standardisation)는 통합된 데이터의 질과 

관계있는 중요한 사전작업이다. 여기에는 데이터클리닝 작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사이의 형식을 맞추고, 정보의 표현과 인코딩을 동일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과정은 블로킹 기법(blocking)으로 대량의 레코

드 쌍 비교 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레

코드 속성의 조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눈다. 레코드 

속성의 조합 내에서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들은 동일한 블록에 속하며 후

보 레코드 쌍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비교(comparison)가 이루어진다. 다

음으로, 결정 모델(decision model)은 레코드 쌍들이 매치(match), 비

매치(non-match), 매치 가능(possible match)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해주는 단계로 이 과정에 매칭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레

코드 쌍이 매치 되었을 때, 연계된 레코드 쌍이 실제로 동일한 개체라면 

옳게 분류된 상황이지만 연계된 레코드 쌍이 실제 다른 개체라면 1종 오

류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레코드 쌍이 비매치되었을 때, 연계되지 않

은 레코드 쌍이 실제로 다른 개체라면 옳게 분류된 상황이고 실제로 동일

한 개체라면 2종 오류가 발생한다. 매칭 가능한 레코드는 블로킹 단계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 연계된 통합 데이터의 질에 대한 측정은 1

종 오류와 2종 오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

정 모델의 성능이 중요하다.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4(328), 1183-1210.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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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데이터 연계과정 흐름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06) “ Data Integration Manual”  참고하여 재구성 

두 데이터에서 레코드의 일치정도는 두 레코드쌍이 어느 정도로 유사

한가를 항목 가중치(field weight)로 나타낼 수 있다9). 항목 가중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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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변수로부터 계산되어지며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변수 

값이 얼마나 공통 값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데이터의 신뢰성은 ‘m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얼마나 데이터

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방법이며 레코드 쌍이 동일한 개체(same 

unit)로 매치되었을 때 두 레코드 값이 같은 값을 가질 확률을 의미한다.

  Pr                 

이는 레코드쌍이 동일한 개체로 매치되었을 때 데이터의 레코드값이 

얼마나 다른값을 갖는지(입력오류, 일관성없는 정의, 시간차이 등)와 관

계가 있으며 m 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Pr        

예를 들어 , 성별은 입력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잘 모니터링 되고 

있는 변수이므로 m 확률값이 0.98인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주

소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진행과정에서 모아진 정보일 수 있기 때문

에 소홀하게 관리될 수 있는 변수이므로 m 확률값이 성별보다는 낮은 

0.7 값을 가질 수 있다.        

‘u 확률’은 레코드 쌍의 값이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에 대한 측정방법이

며 레코드쌍이 매치되지 않았을 때(연계되지 않았을 때) 두 값이 같을 확

률을 의미한다. 

  Pr          

9)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제는 “Data Integration Manual(2006)”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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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빈도의 의미도 갖는데, u 확률은 1을 항목의 범주 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기도 한다10). 

        

예를 들어, 성별은 ‘남’과 ‘여’ 각각 동일한 확률값을 가지므로 u 확률

은 0.5 이고, 일 년의 12개 월(month)은 태어난 월의 확률값인 0.08이

다. 주소의 경우에는 보통 유일하므로 u 확률값은 0.01보다 낮은 값을 가

질 것이다.   

위의 m 확률과 u 확률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구할 수 

있는데,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양의 가중치 값을,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의 가중치 값을 생성한다. 일치 항목 가중치(agreement 

field weight)와 불일치 항목 가중치(disagreement field weight)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log


 

각 항목 가중치의 값이 위의 식에 의해 계산되면, 레코드 쌍의 종합 가

중치(composite weight)는 항목 가중치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앞의 정확매칭 A,B파일의 예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각 항목(변수)별로 

m 확률과 u 확률이 정해지면 일치 항목 가중치와 불일치 항목 가중치를 

10) ‘global u 확률’의 의미이며, ‘specific u 확률’은 변수의 범주가 uniform분포가 아님
을 가정하여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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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마다 구할 수 있다.  

〔그림 2-8〕 정확 매칭 항목가중치 예시 

앞의 예에서 두 파일 가운데 성별만 일치하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

두 달랐기 때문에 성별은 일치 항목 가중치를, 나머지 변수들은 불일치 

항목 가중치를 가져온다. 

〔그림 2-9〕 정확 매칭 종합가중치 예시  

따라서, 이 레코드 쌍의 종합 가중치는 

                 

이 된다. 

최종가중치가 음수이면 이 레코드 쌍은 연계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은 결정모델(decision model)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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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진 각각의 레코드 쌍들은 매치되거나 위

의 경우처럼 매치되지 않는다. 최종가중치인 종합 가중치를 분포로 나타

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매치의 

최빈값은 매치의 최빈값보다 훨씬 크다. 

〔그림 2-10〕 종합가중치의 분포

자료: Gu, Lifang, et al. (2003). Record linkage: Current practice and future directions. 
CSIRO Mathematical and Information Sciences Technical Report, 3, 83.

매치와 비매치의 경계값 사이의 구간을 “Clerical review”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 속한 레코드 쌍은 연계 또는 비연계 구간에 속하지 않으며 이 

레코드 쌍을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최

빈값 사이의 분류 정도는 데이터 연계 작업의 어려운 수준 정도를 의미하

기도 한다. 

정확 매칭은 보유한 정보의 양을 증가시켜서 하나의 자료를 통하여 파

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

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당뇨병에 대한 정보가 있

고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소득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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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두 개의 자료를 연계하여 소득과 당뇨병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연계는 정책에 수행할 때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생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현상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입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자료

의 연계는 개인정보 보호방법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 

연계 시 관련 이슈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실제로 많은 경우에, 조사자료나 행정자료를 이용했을 때, 개인정보보

호 등의 이유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적 매칭은 둘 이상의 데이터 결합에서 개인식별 

변수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한 개체와의 결합으로 새

로운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의 통계적 매칭의 예시를 보면, Consumer panel 이 연계파일이 

되고, Television panel 이 기준파일이 된다. 성별, 나이, 교육수준, 혼

인유무, 순소득, 주택, 애완동물 유무에 대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Consumer panel에서 찾고, Television panel에 없는 자료인 시리얼 

구입 빈도, 와인 구입 빈도, 고기 구입 빈도의 정보를 가져와서 

Television panel의 자료에 소비 습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새로운 

마이크로데이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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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통계적 매칭 예시      

자료: Raessler, S. (2002) Statistical Matching: A Frequentist Theory, Practical Applications 
and Alternative Bayesian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통계적 매칭에서 필요한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계 할 여러 데이터의 표본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조사되었다고 

가정한다. Arbeitsgemeinschaft Media Analyse.(1996)에 의해 정의

된 매칭 룰에 따르면, 두 데이터의 샘플은 공통변수들의 평균에서 유의하

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가정은, 공통변수인 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자료의 고유변수 

와 는 조건부 독립(Conditional independence)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부 독립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을 결합한 

 의 결합확률분포인  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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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칭 분포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1980년대에 연구된 통계적 매칭의 고전적 방법은 두 가지로, 비제한

적 매칭방법(unconstrained matching)과 제한적 매칭방법(constrained 

matching)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표는 Rodgers(1984)의 논문을 참

고하였다.    

 

〔그림 2-12〕 고전적인 통계적 매칭

비제한적 매칭은 두 데이터를 연계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파일A(기준 파일)와 파일B(연계 파일)를 결합할 때, 파

일B의 B1, B4, B5는 두 번 연결된 반면에, B6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따

라서 비제한적 매칭은 연계된 파일에서  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달라진

다. 비제한적 매칭은 파일 B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A 레코드(record)와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수와 관련된 추정량의 샘

File A  Fi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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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분산을 크게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비제한적 

매칭방법은 많이 쓰인다. 

〔그림 2-13〕 비제한적 매칭(Unconstrained Matching)

 제한적 매칭방법은 두 자료를 연계할 때 B 레코드(record)를 모두 사

용하여 연계하는 방법으로 연계된 결합파일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제

약조건을 갖는다.     


 



  for   ⋯, 
 



  for   ⋯

 는 파일 A(기준 파일)의 가중치를 의미하고, 는 파일 B(연계 파

일) 가중치를 의미하며, 는 두 자료를 연계한 결합파일의 조정된 가중

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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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제한적 매칭(Constrained Matching)

 제한적 매칭방법은 마이크로데이터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제약조건을 

정의하고 있는 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크로데이터들은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조사된 자료이므로 두 조사의 가중치 합은 동일

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Paass, 1985). 제한적 매칭방법에서는 거리 함

수()와 제약조건을 이용한 목적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목적함수를 최소로 하기 위해 결합파일에서 가중치 를 재조정한다

(Barr and Tuner, 1981). 

                         min
 




 



 × 

제한적 매칭방법은 파일 B의 모든 샘플이 다 사용되고, 결합파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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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가 파일 B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결과정

에서 파일 A의 레코드(record)에 가장 가까운 값이 연계되지 않을 수 있

고, 제약조건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산 시간(computation 

time)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서로 다른 데이터들의 통계적 매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두 조사데이터(A, B)에서 각각 구분되어 관측되는 변수인 고유변수 Y

와 Z를 선택한다. 

2. 데이터 A와 데이터 B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공통변수들을 정의한다. 

3. 잠정적으로는 모든 공통변수들이 매칭변수로서 사용될 수 있으나 실

제로는 이들 중 일부만 통계적 매칭에 사용된다. 

4. 매칭변수의 선택은 매칭 framework과 관계가 있다. 

5. framework이 정해지면 통계적 매칭 기법은 샘플을 연계하는데 사용

되어진다. 

6. 마지막으로, 매칭결과는 가능하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D’Orazio M.(2013), Statistical matching and imputation of survey data with 
Stat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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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계 유형별 활용사례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해외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매칭 방법(exact matching, statistical matching)과 데이터 특성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 그리고 기준파일이나 연계파일이냐에 따라 데

이터연계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보건복지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는 정확 매칭의 사례와 통계적 매칭의 활용가능성 측면에

서 분석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 보건복지분야 데이터 연계 8가지 유형 활용사례

정확 매칭은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여 동일한 개체를 연결하므로 행정

데이터를 중심으로 주로 활용될 수 있고, 통계적 매칭은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한 개체를 찾아 데이터를 결합하므로, 조사

데이터와 조사데이터의 연계에서 주로 이용될 수 있다. 행정데이터의 접

매칭 방법
데이터 특성  활 용 사 례

기준파일 연계파일

Exact 
Matching

행정데이터 행정데이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연금 선정기준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 - 중증장애인등록DB + 중증장애인실태조사

조사데이터 행정데이터 - 한국의료패널 + 건강보험공단DB

조사데이터 조사데이터                     -

Statistical 
Matching

행정데이터 행정데이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입원+외래)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                     -

조사데이터 행정데이터                     -

조사데이터 조사데이터
- 한국복지패널 + 재정패널
- 한국복지패널 + 의료패널

데이터 연계 유형별 활용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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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쉽지 않은 일반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계적 매칭

을 이용한 데이터 연계이다. 

정확 매칭에 의한 ‘조사데이터(기준파일) + 조사데이터(연계파일)’ 연

계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동일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통계적 

매칭에 의한 ‘행정데이터 + 조사데이터’ , ‘조사데이터 + 행정데이터’연

계는 통계적 매칭에 의한 ‘행정데이터 + 행정데이터’와 성격이 크게 다르

지 않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활용사례를 생략하도록 한다.

  1. 정확 매칭 사례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행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45개 기

관에서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552종의 공적 행정자료를 개인(또는 가

구)의 고유식별정보를 기준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정확 매칭에 의한 ‘행

정데이터 + 행정데이터’ 연계방법이 활용된 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대상 선정 및 급여 지급을 위해 일선 지

자체에서 직접 활용되고 있는 복지행정 인프라이다. 

2008~2009년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에 구축된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추진배경11)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

공됨에 따라 복지정책의 종류와 복지대상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의 비중과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선정방

식 및 절차가 복잡하여 과다한 행정력 소요되는 상황, 둘째, 공급자 중심

의 복지서비스로 국민들은 수많은 복지급여와 서비스 대상여부를 알기 

11) [최현수(2012), 행복e음 연계정보 매칭분석의 활용에 의한 정합성 제고]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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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개별 복지정책마다 각각 상담하고 신청해야 하며, 복지대상의 특

성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

비스 제공 및 복지체감도 향상이 불가능한 상황, 셋째, 복지재정은 계속 

증가하나, 부적정 급여에 대한 관리의 문제와 중복 및 누수가 발생하는 

반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국

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새올행정시스템을 대체하여 자

산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고, 

수요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함영진(2014),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정보 및 고용정보 활용방안, 한국보
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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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연금 선정기준 (행정+행정)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매월 최대 20만원)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표 수

급률을 설정하였다. 목표 수급률을 충족하도록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하

기 위해,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2014

년의 경우 노인단독 87만원, 노인부부 139만 2천원)을 사전에 도출하여 

정책 집행에 활용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

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및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노인 및 배

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정기준을 도출

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

적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DB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서 정확 매칭에 의한 ‘행정데이터 + 행정데이터’ 연계방법이 활용된다. 

201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 

노인과 배우자의 분석 DB 구축을 위하여 활용된 2가지 행정자료는 다음

과 같다. 

 통합데이터 분석DB의 기준이 되는 기준파일은 2014년 기초연금 수

급대상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1949년 12월말 이전 출생) 및 배우자 약 

736만명의 건강보험공단 보유 소득․재산항목별 행정자료이다. 이에 소득

인정액 산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 구축된 실제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 약 438만명의 소

득․재산항목별 행정자료를 연계파일로 하여 두 데이터를 연계한다.

 동일한 기준시점에서 추출된 2가지 행정자료를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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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 분석DB(통합파일)를 구축하고, 개별 노

인가구(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분석하여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조

정 등 제도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다양한 정책 모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도출한다. 

다. 중증장애인등록DB + 중증장애인실태조사 (행정+조사) 

정확 매칭에 의한 ‘행정데이터(기준파일) + 조사데이터(연계파일)’ 연

계의 예로 중증장애인등록DB와 중증장애인실태조사가 있다. 

중증장애인등록DB에는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 활동지원등급, 본

인부담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실태조사는 중증장애

인 등록DB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설계가 이루어지며, 표본은 조사의 비

용 및 비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과 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활동

지원서비스혜택 여부를 고려하여 추출한다. 중증장애인실태조사는 행정

DB에 존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1급-3급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

용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근

거자료로 활용한다. 

중증장애인실태조사의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본

인부담금 납부 여부, 본인부담금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적정수준, 다른 

조치방안, 본인부담금 외 추가 지불비용(활동보조인의 교통비,식비 등)유

무 및 수준 등의 항목이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실태조사에서 본인부담

금 납입 여부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지만, 중증장애인등록DB에 실제 본

인부담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본인부담금 납입여부는 본인

부담금 유지 및 관련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참고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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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증장애인등록DB 구성 및 중증장애인실태조사 조사항목 구성내용

라. 한국의료패널 + 건강보험공단DB (조사+행정)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부터 건강보험공

단과 컨소시엄으로 시작된 조사로, 개인의 의료이용 결정요인(사회경제

적요인, 건강의식, 건강행태 등)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재

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 패널조사이다. 

조사설계 당시, 건강보험공단 행정DB 연계를 염두에 두고,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한 후, 패널조사 내용을 보완하여 정확한 의료이용 내역을 파

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DB를 연계·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조사연도 1년 전 의료이용에 대한 회상자료이며,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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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급여 신청자료이므로 정확한 의료이용 내역이 파악 가능

하지만 비급여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2013년도에 한국의료

패널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연계 작업을 실시하여 급여부분에서의 회상

자료에 대한 부정확성을 행정자료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국의료패널조

사가 기준파일이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사용했으

므로 이는 정확 매칭에 의한 ‘조사데이터(기준파일) + 행정데이터(연계파

일)’ 연계의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한국의료패널의 개념적 틀 및 조사항목 구성내용

자료: 정영호 외(2012), 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보고서(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보험공단, 
28 page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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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계적 매칭 사례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 (행정+행정)

통계적 매칭방법을 이용한 행정데이터 간 연계 활용가능사례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 입원환자표본자료와 외래환자표본자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진료정보의 활용도 증대 및 보건의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연구자에게 가공·공표된 환자표본자료(HIRA 

National Patient Sample)를 제공한다. 환자표본자료는 1년간 의료이

용을 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5세 단위)을 고려하여 층화계

통 추출한 자료이며, 표본으로 추출된 환자의 1년간 모든 진료내역과 처

방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도 표본자료의 경우, 입원환자자료의 표

본 수는 약 70만 명이고 외래환자자료의 표본 수는 약 40만 명이다. 

〔그림 3-4〕 환자표본자료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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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자료 모두 개인을 구분하는 식별번호를 임의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입원 및 외래 이용행태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

해서는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개방·확대에 따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유형이다.  

나. 한국복지패널 + 재정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 한국의료패널  

(조사+조사)

본 연구에서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하고자 하

는 통계적 매칭에 의한 조사데이터 간 연계 사례는 한국복지패널과 재정

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이다.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조사를 연계하여 통합데이터를 구축한 목적

은 납세 및 복지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별 복지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를 바탕으로 복지정책 확대 및 증세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

공해 주는데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다른 조사에 비해 복지수혜와 복지인식과 관련된 다양

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패널조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결

과를 반영한 개인별 실제 납세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두 데이터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공통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혼인상태, 교육수준, 개인소득, 가구 균등화 소득이며, 이 중 데이

터 연계에 활용한 매칭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개인소득, 

균등화 가구소득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고유변수는 복지수혜여부와 복지

인식이며, 이에 매칭된 재정패널의 고유변수는 개인별 납세액 정보이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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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연구조사사업이다. 한국의료패널은 연간 응급입원외래 의료이용

내역, 일반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만성질환, 건강관련 인식 및 행태 

등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두 패널데이터

의 연계 목적은 만성질환자의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출 부담 및 건강행태

와 관련된 주요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두 패널데이터의 공통변수로는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만

성질환 유무, 경제활동상태 등이 있으며, 매칭변수로 활용한 변수는 성

별, 연령대, 만성질환 유무, 경제활동상태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고유변수

는 주관적 건강상태, 전반적 만족도, 생활습관, 가구 균등화 소득이며, 한

국의료패널의 고유변수는 개인지출의료비와 여러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

목이다12).          

제2절 해외 사례

  1. 정확 매칭 사례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연구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국제적인 

학회도 있는데, The International Health Data Linkage Network 

(IHDLN)는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는 주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연계 데이터

를 활용하는 행정가 및 연구자 등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

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220개의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

12)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에 대한 데이터 연계방법 및 
주요변수, 연계된 통합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5장에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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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년마다 학회를 개최하여 데이터 연계 관련 통계적 방법론 및 정

책적 활용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2014년 4월에는 "Data 

linkage for better public policy"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약 450명 이상이 참여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확 매칭의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정확 매칭 시스템과 센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사례는 다음과 

같다.   

◎ Manitoba Population Health Information System 

◎ Oxford Record Linkage Study; Scottish Record Linkage System

◎ Rochester Epidemiology Project

◎ Centre for Health Services and Policy Research in British 

Columbia (Canada)

◎ Western Australia Data Linkage System (WADLS) 

◎ Centre for Health Record Linkage (CheReL)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정확 매칭을 이용한 대표적인 행정데이터 간 연계사례는 Blue Matrix

이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보건부의 Health system planning 

and Innovation division에서 행정자료들의 연계를 통해 보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Blue matrix DB를 만들었다. Blue matrix 프로젝

트는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정보를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정자료에서 주요 정보만을 가져와서 서로 다른 행정자료의 연

계로 종합적이면서 세 한 BC Health care system을 구축함으로써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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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계획 및 치료·예방 개선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확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3-2〉 주요 국가별 데이터 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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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Patient)중심의 DB인 Blue matrix는 건강상태를 반영한 인구집

단구분에 따른 건강 욕구, 건강 조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Blue matrix를 만들기 위한 행정자료는 

Physician billings, Hospitalizations, Prescription drugs, Inter-Rai 

assessments, Home & Integrated Care programs, Emergency 

Department visits, Eligibility for program 등이 있으며 데이터 연계

는 고유식별정보(unique client identifier)를 이용한 정확매칭방법을 

활용하였다. 데이터의 생성시기를 기준회계년도로 정하여 연계 데이터 

간 정보의 일치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3-5〕 Blue Matrix 데이터 흐름도

각각의 행정자료는 데이터의 타입도 다르고, 다른 코딩시스템을 사용

하며, 표준화되어있지 않다. 또한, 결측치도 존재하며 데이터베이스 상에

서 겹치는 부분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보건전문가와 통계전문가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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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atrix는 건강상태, 인구학적 정보, 의료서비스의 소비를 고려

하여 인구집단을 구분하였다. 인구집단은 보건부에서의 업무 정의를 바

탕으로 개인별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나누었으며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가장 우선되는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인구집단별로 하나의 범주로 

분류된 분포는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인구 집단별 분포

자료 : 2009/10 Blue Matrix 4.0

보건부의 행정데이터 정보를 기본으로 위에서 분류한 인구집단별 보건 

예산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BC 인구의 34%가 건강한 편이

며, 29%정도가 경증의 복합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의 복

합만성질환자에게 전체 보건예산의 20%가 지원되며, 장기요양도 21%의 

비중을 차지한다. BC 인구 1인당 지원되는 보건예산은 2,210 $ 로, 건강

한 집단과 경증의 복합만성질환이 있는 집단을 제외하고는 1인당 평균 

지원예산을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의미한 분석은 BC 인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어느 인구집단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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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활용된다. 

〔그림 3-7〕 Blue Matrix 인구집단별 health care 예산별 분포

자료 : 2012/13 Blue Matrix 5.0

〔그림 3-8〕 Blue Matrix 인구집단별 health care 예산 비교

자료 : 2012/13 Blue Matri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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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계적 매칭 사례 

 통계적 매칭은 1980년도에 미국에서 가구의 연간 소득 규모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된 사례가 있다13). 사용된 두 개의 데이터는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와 Statistics of Income(SOI)자료이다. 

CPS 데이터는 Bureau of the Census에서 조사하는 가구 표본조사로 

다양한 소득 유형에 대한 정보가 있다. SOI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개인 소득세 정보가 있는 층화된 표본이다. 

CPS데이터는 보통 현금소득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현금이외의 

소득이나 납세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소득에 대해 틀리게 적어내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한다. SOI데이터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비과세 대상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와 인구학적 정보

가 제한적이다. 세금부과단위 역시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이다.

CPS와 SOI데이터를 연계하면 두 데이터의 장점을 모두 취하면서 보다 

정교한 소득분포의 추정이 가능하다. CPS데이터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

하지 않은 대상, 많은 비과세 유형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인

구학적 정보도 있는 가구 단위의 조사이다. SOI데이터는 납세에 대한 정

보와, 여러 소득 유형의 정확한 정보 및 고소득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

고 있다. 

두 데이터 연계에 사용된 매칭변수는 성별, 연령, 인종, 결혼상태, 소득 

종류 등의 변수들이며, 소득은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두 데이터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비제한적(unconstrained)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SOI

13) Radner, D.B., Allen, R., Gonzalez, M.E., Jabine, T.B. and Muller, H.J. (1980) Report 
on Exact and Statistical Matching Techniques. Statistical Policy Working Paper 5, 
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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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소득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고소득 그룹에서는 제한적(constrained)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합데이터에서 추정된 소득에 대한 검증은 CPS와 

SOI데이터의 매칭변수들과 소득을 비교분석하고, 비매칭변수들의 합, 평

균 등의 통계량을 살펴봄으로써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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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매칭기법에 따른 Simulation

제1절 통계적 매칭기법

제2절 통계적 매칭 Simulation





제1절 통계적 매칭기법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Simulation은 둘 이상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계

하기 전에 여러 매칭 분석방법을 고려하여 각각에 대한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R 프로그램의 StatMatch(D’Orazio, 2012) 패키지를 사용

하여 각 방법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매칭 분석방법은 랜덤 

핫덱(random hot deck)과 최근접 이웃 핫덱(Nearest neighbor dis-

tance hot deck)이다. 랜덤 핫덱은 정의된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기준파

일의 개체와 가까운 연계파일의 그룹을 지정하여 이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방법이다. 최근접 이웃 핫덱은 고려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값에 

근거하여 관찰값 사이의 거리(distance metric)를 정의하고, 기준파일의 

개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계파일의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랜덤 핫덱 방법과 최근접 이웃 핫덱 방법은 무응답 처리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 절에서는 통계적 매칭기법으로 활용된 랜덤 핫덱 방

법과 최근접 이웃 핫덱 방법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랜덤 핫덱 방법은 기준파일의 레코드에 연계파일의 레코드 값이 랜덤

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공통변수에서 블로킹을 한 동질적인 하위집단에

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기준파일인 A는 공통변수  ‘성별’, ‘연

령’, 고유변수  ‘소득’을 갖는   인 데이터셋이고, 연계파일 B는 

공통변수  ‘성별’, ‘연령’, 고유변수  ‘소비’를 갖는   인 데이터

셋이라고 하자. 기준파일에 연계파일을 결합하면 통합파일은   

통계적 매칭기법에 따른 
Simul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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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을 갖는다. 기준파일 A와 연계파일 B의 예는 <표 4-1>과 같다. 

〈표 4-1〉 기준파일 A과 연계파일 B의 예

a(기준)   
1 F 27 22

2 M 35 19

3 M 41 47

4 F 61 41

5 F 52 17

6 F 39 26

b(연계)   
1 F 54 22

2 M 21 17

3 F 48 15

4 F 33 14

5 M 63 13

6 F 29 15

7 M 36 19

8 M 55 24

9 F 50 26

10 F 27 18

연계파일인 B의 레코드는 A의 레코드와의 결합에 한번 이상 연계될 수 

있는데, 이는 레코드의 서브셋이 
  개 가능하다. 랜덤 핫덱을 이

용한 통합파일의 매칭결과 중 하나를 예로 들면 <표 4-2>와 같다.

만약 공통변수인 ‘성별’을 블로킹한다면 연계파일의 구성 수는 블로킹

하기 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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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은 같은 성별을 가진 연계파일에서 무작위로 연계된 통합파일

의 예이다. 

〈표 4-2〉 랜덤 핫덱을 이용한 통합파일의 예

a(기준) b(연계) 
 

 
 

  

1 2 F M 27 21 22 17

2 8 M M 35 55 19 24

3 5 M M 41 63 47 13

4 6 F F 61 29 41 15

5 4 F F 52 33 17 14

6 2 F M 39 21 26 17

〈표 4-3〉 블로킹 후 랜덤 핫덱을 이용한 통합파일의 예

a(기준) b(연계) 
 

 
 

  

2 5 M M 35 63 19 13

3 7 M M 41 36 47 19

1 3 F F 27 48 22 15

4 6 F F 61 29 41 15

5 9 F F 52 50 17 26

6 3 F F 39 48 26 15

랜덤 핫덱 방법은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기준파일과 가까운 연계파일의 

서브셋을 만든 다음, 서브셋 안에서 랜덤으로 선택하여 통합파일을 구축

하기도 한다. 

범주형변수 를 갖는 연계파일 범주에서의 랜덤 핫덱을 이용한 통합 

예측은 연계파일  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 조건부 분포 추정과 동일하

다. 만약 위의 예처럼 가 연속형이라면, 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 분포



74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인    는 경험 누적 분포 함수(empiric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추정할 수 있다. 

     






  


 



 ≤    

.

 최근접 이웃 핫덱(Nearest neighbor distance hot deck)은 거리 핫

덱(Distance hot deck)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거리 핫덱은 기준파일

의 레코드값과 가장 가까운 값을 연계파일에서 찾는 방법으로, 공통변수 

가 연속변수라 할 때, 



 

  

   min≤  ≤       

를 만족하는 를 찾는 것이다.   

공통변수인 ‘성별’로 블로킹 한 후, 최근접 이웃 핫덱으로 통합파일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블로킹 후 비제한적 최근접 이웃 랜덤 핫덱을 이용한 통합파일의 예

a(기준) 
 

 b(연계) 
 

  

2 M 35 7 M 36 19 19

3 M 41 7 M 36 47 19

1 F 27 10 F 27 22 27

4 F 61 1 F 54 41 22

5 F 52 1 F 54 17 22

6 F 39 4 F 33 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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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블로킹 후 제한적 최근접 이웃 랜덤 핫덱을 이용한 통합파일의 예

a(기준) 
 

 b(연계) 
 

  

2 M 35 7 M 36 19 19

3 M 41 8 M 55 47 24

1 F 27 10 F 27 22 27

4 F 61 1 F 54 41 22

5 F 52 9 F 50 17 26

6 F 39 4 F 33 26 14

비제한적 최근접 이웃 핫덱은 연계파일의 레코드가 중복으로 쓰였고, 

제한적 최근접 이웃 핫덱은 연계파일의 레코드가 한 번씩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제한적 매칭 방법에 비해 제한적 방법은 위의 예에서 

의 marginal 분포를 통합파일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준파일의 레코드값과 연계된 연계파일의 레코드값의 거리가 비제한적 

방법보다 평균적으로 크고 선형프로그래밍문제(linear programming 

problem)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computational cost)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제한적 방법으로 연계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거리함수는 다음과 같다. 공통변수 중 실제 매칭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인 매칭변수를   ⋯, 거리함수를 

 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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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튼(Manhattan) 거리 함수

   
 



  

 유클리디안(Euclidean) 거리 함수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 거리 함수

       
   : 추정된 분산공분산행렬(the estimate of the covariance matrix)

 정확(Exact) 거리 함수

  
 



 

        ≠ 

최근접 이웃 핫덱 방법과 랜덤 핫덱 방법으로 거리 함수를 고려하면 8

가지 방법으로 통계적 매칭을 수행할 수 있는데, 거리함수 중 유클리디안

(Euclidean)거리함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14)하고 총 6가지 방법으로 통

계적 매칭 simulation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14) 본 연구에서는 유클리디안(Euclidean)거리함수를 이용한 최근접 이웃 핫덱 방법과 랜덤 
핫덱 방법의 결과가 다른 거리함수를 이용한 결과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아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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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통계적 매칭 Simulation 비교 방법

방법 거리함수 명칭

최근접 이웃 핫덱 맨하튼 nnd.man

최근접 이웃 핫덱 마할라노비스 nnd.mah

최근접 이웃 핫덱 정확 nnd.exa

랜덤 핫덱 맨하튼 ran.man

랜덤 핫덱 마할라노비스 ran.mah

랜덤 핫덱 정확 ran.exa

 

 Simulation 결과는 각 방법마다 100번의 simulation을 실시하여 

100개의 데이터 셋에 대한 결과의 성과로 나타냈으며 결과에 대한 

measure는  
 




 로 하였다.

 

제2절 통계적 매칭 Simulation

본 연구에서 통계적 매칭 simulation에 활용한 자료는 2012년도 한국

의료패널이다. 결측치, 무응답을 제외한 7,646명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뽑은 표본수 3,500을 기준파일로, 나머지 4,146명을 연계파일로 하였다. 

하나의 데이터셋을 기준파일과 연계파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

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두 파일 모두 동일한 변수를 가지고 있

다. 통계적 매칭 simulation은, 기준파일의 변수를 가리고, 통계적 매

칭의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연계파일을 결합 한 뒤, 통합파일에 대한 신

뢰성 검증으로 기준파일의 Z변수 값과  연계된 연계파일의 Z변수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모의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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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변수는 공통변수 중 Y, Z변수와의 연관성이 높은 변수를 선택하

는 데, 범주형 변수의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는 measure가 Cramer’s V 

이다. 

                            


×min 


기준파일에서 고유변수는 건강에 대한 자료인 “민간연금/종신보험가

입”, “만성질환유무” 가 Y변수, 연계파일에서 고유변수는 경제활동과 관

련된 자료인 “경제활동유무”, “개인별연간소득” 을 Z변수, 공통변수 중 

Y, Z 와 연관성이 높은 매칭변수 X는 Cramer’s V값이 큰 “성별”, “연령

(15세이상, 5세 단위)”, “교육수준(5레벨)”으로 하였다. 기준파일, 기준파

일과 연계될 연계파일,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을 결합한 통합파일의 예시

는 다음과 같다. 연계파일의 ID 가 14524인 사람의 레코드는 기준파일에

서 두 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연계파일에도 혼인상태변수가 있으나, 통

합파일에는 기준파일의 혼인상태 변수를 사용한다. 연계파일에서는 기준

파일에서 필요로 하는, 연계파일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고유

변수들을 기준파일에 연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기준파일 : rec.A

ID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연금/종신보험 가입 만성질환 유무

12018 1 15 1 1 4 1

11987 1 16 1 1 4 1

16988 1 16 3 1 4 1

14459 1 13 1 1 4 1

13207 1 15 1 1 4 1

3475 1 16 1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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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파일 : don.B

ID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유무 개인별 연간소득

12946 1 15 1 1 1 1800

14524 1 16 1 1 1 1000

14524 1 16 1 1 1 1000

12623 1 13 1 1 1 500

15173 1 15 1 1 1 0

14932 1 16 1 1 1 600

▶ 통합파일 

ID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연금/종신
보험 가입

만성질환
유무

경제활동
유무

개인별 
연간소득

12018 1 15 1 1 4 1 1 1800

11987 1 16 1 1 4 1 1 1000

16955 1 16 3 1 4 1 1 1000

14459 1 13 1 1 4 1 1 500

13207 1 15 1 1 4 1 1 0

3475 1 16 1 1 4 1 1 600

실제 기준파일 원자료에는 매칭과정에 사용하지 않은 연계파일의 고유

변수 인 만성질환과 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다. 매칭된 통합파일의 신뢰

성을 살펴보기위해 기준파일 원자료의 만성질환 유무와 소득에 대한 값

과 기준파일과 연계된 연계파일의 만성질환 유무와 소득에 대한 값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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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파일_원자료

　 PIDWON C3 C4 C7 C8 C11C15C18 C24 C26
만성
질환

C41 소득 STATUS1 G1_1 edu

12018 1646001 1 15 1 3 6 2 4 1 2 1 2 1000 4 1000 1
11987 1644501 1 16 1 3 3 3 4 2 -1 1 2 316.8 3 316.8 1
16988 2072701 1 16 3 2 2 2 4 1 2 1 2 255 4 255 1
14459 1771701 1 13 1 3 3 2 4 1 2 1 2 2160 4 2160 1
13207 1706301 1 15 1 2 2 2 4 1 2 1 2 1000 4 1000 1
3475 1197601 1 16 1 3 2 2 4 1 1 1 2 600 2 600 1

▶ 연계파일_원자료 

　 PIDWON C3 C4 C7 C8 C11C15C18 C24 C26
만성
질환

C41 소득 STATUS1 G1_1edu

12946 1695001 1 15 1 3 2 3 4 1 2 1 2 1800 4 1800 1
14524 1775501 1 16 1 2 2 3 4 1 2 1 2 1000 4 1000 1

14524.11775501 1 16 1 2 2 3 4 1 2 1 2 1000 4 1000 1
12623 1677201 1 13 1 3 5 3 4 1 2 1 2 500 4 500 1
15173 1806501 1 15 1 2 3 2 4 1 2 1 2 0 4 0 1
14932 1793101 1 16 1 3 2 3 4 1 2 1 2 600 4 600 1

매칭 된 통합파일에서 기준파일의 소득에 대한 분포와 연계파일의 log

변환을 한 소득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분포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매칭 된 통합파일 log소득분포 비교



제4장 통계적 매칭기법에 따른 Simulation  81

매칭 하기 전,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의 log소득 분포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연계파일의 log소득 값이 극단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칭 후 통합파일에서는 연계파일의 이러한 경

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4-2〕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의 log소득 분포 비교

통계적 매칭 기법에 따라 통합파일의 데이터 값은 달라질 수 있는데, 

연계된 연계파일의  고유변수값이 기준변수에 존재하는 변수값과 차

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6가지 방법으로 통합파일을 구축한 

뒤,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의 변수값들 차이를 비교하였다. 3종류의 거리

함수과 최근접 이웃 핫덱, 랜덤 핫덱을 이용하여 총 6가지 방법으로 100

개의 데이터셋에 적용하고, 소득과 만성질환 오분류에 대한 평균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적 매칭기법 simulation 결과, 맨하튼 거리함수를 이용한 랜

덤 핫덱 방법의 소득차이가 제일 적었으며, 만성질환 오분류율 역시 



82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통계적 매칭 simulation 결과 

여기서는 하나의 데이터 셋을 기준파일과 연계파일로 나누어서, 

기준파일에도 연계파일의 고유변수인 가 존재하여 통계적 매칭기법을 

비교하고 결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로 두 데이터의 연계에서는 기

준파일과 연계파일에 각각 고유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살

펴보면서 통합파일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 장인 통계적 매칭에 의

한 데이터 연계 모의분석에서는 4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변수들로 블

로킹 한 뒤, 맨하튼 거리함수를 이용한 랜덤 핫덱 방법을 이용하여 모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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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조사 연계 및 결과분석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조사

연구사업으로 2006년도(1차)에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

였다. 한국복지패널은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

악하여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고, 각 인구집단별 생활실태, 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형성 및 피드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표본추출 시 중위

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저

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다. 조사는 가구특성, 가구 경제상황, 가구

원의 경제활동, 생활실태,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각종 사회복

지제도의 수급현황과 수급욕구 등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세 및 재정정책을 연구하

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조사로, 2008년도(1차)에 5,000

여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패

널은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

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

다15). 재정패널은 가구의 조세내역과 소득공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복

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 모의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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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에서 각각 3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과대표집하였다. 

재정패널의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

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소득,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

에 대한 설문 등으로 되어있다. 

〔그림 5-1〕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연계 흐름도 

본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2012년 한국복

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를 연계하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한 후 매칭 전

후 공통변수의 분포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두 데이터가 각각 차별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변수들을 활용하여 개인의 납세 및 복

15) 재정패널 홈페이지(http://panel.kipf.re.kr/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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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혜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분된 4개 집

단별(납세 Yes/No, 복지혜택 Yes/No)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선호, 

중간계층의 세금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등 다양한 복지인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

후 조세 및 복지정책의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표 5-1〉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사회경제적 요인 관련 공통변수 표준화

구분
한국복지패널 조사문항내용

(기준파일)
재정패널 조사문항내용

(연계파일)
　최종 분석변수

(통합파일)

성별 1. 남    2. 여 1. 남    2. 여
- 남  
- 여

출생
연도

년 년
age(연령)　
age group(10세 단위)

교육
수준

1. 미취학(만 7세 미만)  
2. 무학(만 7세 이상)
3.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6. 전문대학   
7. 대학교     
8. 대학원(석사)  
9. 대학원(박사)  

1. 안받았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교     
6. 대학교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 

 - 안받았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 이상

경제
활동
참여
상태

1. 상용직임금근로자
2. 임시직임금근로자
3. 일용직임금근로자
4.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5. 고용주    
6. 자영업자
7. 무급가족종사자   
8.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9. 비경제활동인구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을 둔 사업주    
6.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자영업자
 - 고용주
 - 무급가족종사자
 - 비경제활동인구

개인
소득
수준

개인소득 개인소득 개인소득

가구
소득
수준

경상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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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을 연계한 통합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두 

조사데이터의 사회경제적 요인 관련 공통변수들을 표준화하는 작업

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10세 단위로 구분지었고, 교육수준은 5레벨, 

경제활동참여상태는 7레벨, 가구소득수준은 가구균등화 소득 개념

을 사용하여 공통변수를 표준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의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매칭 전 공통변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두 조사데이터의 샘플수를 

살펴보면, 기준파일인 한국복지패널 샘플 수는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

에 응답한 4,185명이며, 연계파일인 재정패널은 7,550명이다. 명목형 변

수는 상대빈도로, 연속형 변수는 Boxplot과 도함수로 나타내었다. 소

득변수의 경우, 해당 변수에 log를 취한 뒤 분석하였다. 

〔그림 5-2〕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성별 분포 비교: 매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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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교육수준별 분포 비교: 매칭 전

〔그림 5-4〕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연령별 분포 비교: 매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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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연령대별 분포 비교: 매칭 전 

〔그림 5-6〕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혼인상태별 분포 비교: 매칭 전



제5장 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 모의분석  91

〔그림 5-7〕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비교: 매칭 전

〔그림 5-8〕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경상소득별 분포 비교: 매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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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개인소득별 분포 비교: 매칭 전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의 공통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연령, 

경제활동상태, 개인소득, 경상소득(가구 균등화)이다. 성별의 경우 한국복

지패널에 비해 재정패널의 남성 비율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은 재정패널

에서 고학력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60

세 이상 비율이 재정패널보다 한국복지패널에서 더욱 높고, 경제활동상태

에 있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재정패널보다 한국복지패널에서 더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한국복지패널에 고령 여성이 재정패널보다 상대적

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소득과 가구 균등화 경

상소득 분포는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의 공통변수 가운데 두 데이터를 연계하는데 

사용한 매칭변수는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개인소득, 가구 균등화 

경상소득이다.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두 데이터에서 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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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범주들로 블록화(block)하여 정확히 일치하도록 연계하였으며, 한

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에서 각 개인별 소득과 개인이 속해 있는 가구의 

균등화 경상소득이 가장 유사할 경우 연계하기 위해서 맨하튼 거리함수

를 이용한 랜덤 핫덱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샘플수 4,185

명에서 최종적으로 통합파일의 분석에 사용된 샘플수는 4,182명이다. 매

칭 후 공통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는 블로

킹 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의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 혼인상태 역시 매칭 전 분포

보다는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에서의 개인소득

과 가구 균등화 경상소득의 분포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매칭 후, 한국복지패널의 공통변수 분포와 재정패널의 공통변수 분포

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0〕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성별 분포 비교: 매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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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교육수준별 분포 비교: 매칭 후

〔그림 5-12〕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연령별 분포 비교: 매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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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연령대별 분포 비교: 매칭 후

〔그림 5-14〕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혼인상태별 분포 비교: 매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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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비교: 매칭 후

〔그림 5-16〕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경상소득별 분포 비교: 매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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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 데이터 개인소득별 분포 비교: 매칭 후

본 연구에서는 납세 및 복지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별 복지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앞서 통계적 매칭 방법에 의해 연계된 통합 데이터를 분

석하였다. 이 때,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복지수혜 여부를, 재정패널조사에

서는 납세 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납세 및 복지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4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앞서 통계적 매칭 방법에 의해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

하였으며, 실질적인 납세여부의 경우 재정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후 각종 공제에 의한 환급을 고려한 개인별 최종 

납세액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복지수혜 여부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개별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수혜여부 정보를 바탕으로 응

답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정부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복지혜택을 받는 경

우 복지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98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그림 5-18〕 복지수혜 여부 No 인 집단 개인소득분포

(단위: 만원)

복지혜택을 받지 않는 집단의 개인 소득분포와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

의 개인 소득분포를 납세 여부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5-18], [그림 

5-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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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복지수혜 여부 Yes 인 집단 개인소득분포

(단위: 만원)

납세 및 복지수혜 여부에 따라 구분된 4개 집단별 연간 개인소득의 평

균 및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를 하지 않거나 면세점 이하로 납세하지 않

으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이 약 633만원이었고, 정반대로 세금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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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면서도 복지혜택을 받지 않는 집단은 약 3,889만원으로 6배 이상 높

았으며 집단 내 개인소득 분포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면세점 이상으로 납세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의 개

인소득 평균은 연간 약 3,39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20〕 복지수혜 여부와 납세 여부에 따른 4 집단 개인소득분포

(단위: 만원)

납세 및 복지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4개 집단의 복지인식에 대

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에 대한 

주요 6가지 문항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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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b)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c) 무상보육

(d) 대학 무상보육

(e) 현재 우리나라 중간계층의 세금수준에 대한 인식

(f)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a)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납세-복지수혜여부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교차표

구 분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전체
동의 중립 반대

납세
-

복지
수혜
여부

납세 No 
/

복지 No

빈도 514 278 543 133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38.5 20.8 40.7 100.0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중 % 29.1 33.3 34.4 31.9

전체 % 12.3 6.6 13.0 31.9

납세 No 
/ 

 복지 Yes

빈도 975 444 818 2237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43.6 19.8 36.6 100.0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중 % 55.2 53.1 51.8 53.5

전체 % 23.3 10.6 19.6 53.5

납세 Yes
/ 

복지 No

빈도 161 73 131 36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44.1 20.0 35.9 100.0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중 % 9.1 8.7 8.3 8.7

전체 % 3.8 1.7 3.1 8.7

 납세 Yes 
/ 

 복지 Yes

빈도 117 41 87 24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47.8 16.7 35.5 100.0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중 % 6.6 4.9 5.5 5.9

전체 % 2.8 1.0 2.1 5.9

전체

빈도 1,767 836 1,579 4,182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42.3 20.0 37.8 100.0

최저생활보장 필요성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42.3 20.0 3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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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

석한 결과, 납세하면서 동시에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의 경우 47.8%가 동

의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35.5%)

보다 12.3%p 높았다. 반면, 납세도 하지 않고 복지혜택도 받지 않는 집

단의 경우 40.7%가 반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38.5%)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b)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납세-복지수혜여부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교차표

구 분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전체
1 2 3 4 5

납세
-

복지
수혜
여부

납세 No 
/ 

복지 No

빈도 296 172 254 354 259 133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22.2 12.9 19.0 26.5 19.4 100.0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중 %

33.8 36.4 30.8 28.4 34.0 31.9

전체 % 7.1 4.1 6.1 8.5 6.2 31.9

납세 No 
/ 

 복지 Yes

빈도 409 207 449 727 445 2237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18.3 9.3 20.1 32.5 19.9 100.0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중 %

46.7 43.9 54.4 58.3 58.4 53.5

전체 % 9.8 4.9 10.7 17.4 10.6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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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2년 지방선거 이후 주요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보편적 vs.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납세하면서 동시

에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의 경우 역시 나머지 3개 집단에 비해 보편적 복지

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정책대상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또는 최

구 분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전체
1 2 3 4 5

 납세 Yes 
/ 

복지 No

빈도 100 46 76 108 35 36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27.4 12.6 20.8 29.6 9.6 100.0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중 %

11.4 9.7 9.2 8.7 4.6 8.7

전체 % 2.4 1.1 1.8 2.6 .8 8.7

 납세 Yes 
/ 

 복지 Yes

빈도 70 47 46 59 23 24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28.6 19.2 18.8 24.1 9.4 100.0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중 %

8.0 10.0 5.6 4.7 3.0 5.9

전체 % 1.7 1.1 1.1 1.4 .5 5.9

전체

빈도 875 472 825 1248 762 4182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20.9 11.3 19.7 29.8 18.2 100.0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20.9 11.3 19.7 29.8 1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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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급여수준이 확대된 기초연금과 같이 복지정책의 포괄성 확대에 동의한

다는 의견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 대

한 선호(33.5%)보다 14.2%p 높았다. 납세는 하지만 복지혜택을 전혀 받

지 못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40.0%)와 선별적 복지(39.2%)에 

대한 선호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납세하지 않으면서 복지혜택만 받는 

집단의 경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27.6%에 불과한 반면 선별적 복

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2.3%로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c) 무상보육

납세-복지수혜여부 * 무상보육 교차표

구 분
무상보육

전체
동의 중립 반대

납세
-

복지
수혜
여부

납세 No 
/ 

복지 No

빈도 788 229 318 133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59.0 17.2 23.8 100.0

무상보육 중 % 29.9 30.8 39.4 31.9

전체 % 18.8 5.5 7.6 31.9

납세 No 
/ 

복지 Yes

빈도 1421 427 389 2237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63.5 19.1 17.4 100.0

무상보육 중 % 54.0 57.5 48.2 53.5

전체 % 34.0 10.2 9.3 53.5

납세 Yes
/

복지 No

빈도 235 53 77 36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64.4 14.5 21.1 100.0

무상보육 중 % 8.9 7.1 9.5 8.7

전체 % 5.6 1.3 1.8 8.7

납세 Yes 
/ 

복지 Yes

빈도 188 34 23 24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76.7 13.9 9.4 100.0

무상보육 중 % 7.1 4.6 2.9 5.9

전체 % 4.5 .8 .5 5.9

전체

빈도 2632 743 807 4182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62.9 17.8 19.3 100.0

무상보육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62.9 17.8 1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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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학 무상교육

납세-복지수혜여부 * 대학 무상교육 교차표

구 분
대학 무상교육

전체
동의 중립 반대

납세
-

복지
수혜
여부

납세 No 
/ 

복지 No

빈도 242 190 903 133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18.1 14.2 67.6 100.0

대학 무상교육 중 % 31.1 29.5 32.7 31.9

전체 % 5.8 4.5 21.6 31.9

납세 No 
/ 

복지 Yes

빈도 391 369 1477 2237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17.5 16.5 66.0 100.0

대학 무상교육 중 % 50.2 57.3 53.5 53.5

전체 % 9.3 8.8 35.3 53.5

납세 Yes 
/ 

복지 No

빈도 71 49 245 36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19.5 13.4 67.1 100.0

대학 무상교육 중 % 9.1 7.6 8.9 8.7

전체 % 1.7 1.2 5.9 8.7

납세 Yes 
/ 

복지 Yes

빈도 75 36 134 24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30.6 14.7 54.7 100.0

대학 무상교육 중 % 9.6 5.6 4.9 5.9

전체 % 1.8 .9 3.2 5.9

전체

빈도 779 644 2759 4182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18.6 15.4 66.0 100.0

대학 무상교육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18.6 15.4 6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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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vs.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차이는 구체적으로 (c)무상보육과 

(d)대학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납세

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의 경우 무상보육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6.7%로 나머지 집단에 비해 약 12~17%p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54.7%로 높았으나 동의한다는 의견도 30.6%로 다른 집단에 비해 

11~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 현재 우리나라 중간계층의 세금수준에 대한 인식

납세-복지수혜여부 * 현재 우리나라 중간계층의 세금수준에 대한 인식 교차표

구 분

중간계층의 세금수준에
대한 인식

전체높음 적절 낮음

납세
-

복지
수혜
여부

납세 No 
/ 

복지 No

빈도 391 694 220 130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30.0 53.2 16.9 100.0

인식 중 % 34.4 31.1 31.5 32.1

전체 % 9.6 17.1 5.4 32.1

납세 No 
/ 

 복지 Yes

빈도 534 1248 376 2158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24.7 57.8 17.4 100.0

인식 중 % 47.0 56.0 53.9 53.1

전체 % 13.1 30.7 9.3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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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중간계층의 세금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납

세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에서 부담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

율이 24.8%로 가장 낮은 반면, 납세를 하면서 복지혜택은 전혀 받지 않

고 있는 집단의 경우 높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납세를 하면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중간계층의 세금

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1.5%로 납세는 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않

는 집단에 비해 6.4%p 낮은 반면, 적절하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은 

50.0%와 18.5%로 각각 3.9%p와 2.5%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중간계층의 세금수준에
대한 인식

전체높음 적절 낮음

 납세 Yes 
/ 

복지 No

빈도 137 167 58 362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37.8 46.1 16.0 100.0

인식 중 % 12.0 7.5 8.3 8.9

전체 % 3.4 4.1 1.4 8.9

 납세 Yes 
/ 

 복지 Yes

빈도 75 119 44 238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31.5 50.0 18.5 100.0

인식 중 % 6.6 5.3 6.3 5.9

전체 % 1.8 2.9 1.1 5.9

전체

빈도 1137 2228 698 4063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28.0 54.8 17.2 100.0

인식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28.0 54.8 17.2 100.0



108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f)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납세-복지수혜여부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교차표

구 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전체동의 중립 반대

납세
-

복지
수혜
여부

납세 No 
/ 

복지 No

빈도 716 212 407 1,33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53.6 15.9 30.5 100.0

증세 필요성 중 % 30.5 26.6 39.3 31.9

전체 % 17.1 5.1 9.7 31.9

납세 No 
/ 

 복지 Yes

빈도 1,297 469 471 2,237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58.0 21.0 21.1 100.0

증세 필요성 중 % 55.2 58.8 45.5 53.5

전체 % 31.0 11.2 11.3 53.5

 납세 Yes 
/ 

복지 No

빈도 198 61 106 36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54.2 16.7 29.0 100.0

증세 필요성 중 % 8.4 7.6 10.2 8.7

전체 % 4.7 1.5 2.5 8.7

 납세 Yes 
/ 

 복지 Yes

빈도 137 56 52 24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55.9 22.9 21.2 100.0

증세 필요성 중 % 5.8 7.0 5.0 5.9

전체 % 3.3 1.3 1.2 5.9

전체

빈도 2,348 798 1,036 4,182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56.1 19.1 24.8 100.0

증세 필요성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6.1 19.1 2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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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

과,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납세 여부보다는 복지수혜 여부에 따라서 분명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납세를 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

(58.0%)을 제외하고는 납세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의 경

우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5.9%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다소 

높았으며,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1.2%에 불

과하여 납세를 하면서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집단(29.1%)에 비해 

7.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납세 및 복지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별 복지인식 분석 결과, 납

세 및 복지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4개 집단 중에, 면세점 이상에 해

당하여 실질적으로 납세를 하면서 동시에 최근 복지 확대로 인해 복지혜

택을 받고 있는 집단의 경우, 납세는 하고 있지만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이처럼 납세자와 복지수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우리나라 중간계층이 부담하는 세금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납세는 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집단별 구분은 인구학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특징적인 예로, 집단

별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납세를 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는 집단의 

경우, 58%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었고, 납세를 하면서 복지혜택을 받

지 않는 집단에서는 44%정도가 20~30대, 납세를 하면서 복지혜택을 받

는 집단의 50%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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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복지수혜여부 * 연령집단 교차표

구 분

연령집단

전체20~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납세
-

복지
수혜
여부

납세 No 
/ 

복지 No

빈도 360 296 325 354 1,33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27.0 22.2 24.3 26.5 100.0

연령집단 중 % 33.9 40.7 46.3 20.9 31.9

전체 % 8.6 7.1 7.8 8.5 31.9

납세 No 
/ 

 복지 Yes

빈도 416 259 261 1,301 2,237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18.6 11.6 11.7 58.2 100.0

연령집단 중 % 39.1 35.6 37.2 77.0 53.5

전체 % 9.9 6.2 6.2 31.1 53.5

 납세 Yes 
/ 

복지 No

빈도 164 105 84 12 36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44.9 28.8 23.0 3.3 100.0

연령집단 중 % 15.4 14.4 12.0 .7 8.7

전체 % 3.9 2.5 2.0 .3 8.7

 납세 Yes 
/ 

 복지 Yes

빈도 123 67 32 23 245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50.2 27.3 13.1 9.4 100.0

연령집단 중 % 11.6 9.2 4.6 1.4 5.9

전체 % 2.9 1.6 .8 .5 5.9

전체

빈도 1,063 727 702 1,690 4,182

납세-복지수혜여부 중 % 25.4 17.4 16.8 40.4 100.0

연령집단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25.4 17.4 16.8 40.4 100.0

납세 및 복지수혜 여부에 따라 구성된 4개 집단별로 복지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Ahn(2000)의 복지 지위론을 근거

로 가장 주목하였던 납세자와 복지수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집단(납

세 Yes / 복지혜택 Yes)의 경우,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증세 필요성에 대

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의 경우 무상보육, 사회

서비스 바우처, 기초연금 등 최근 몇 년간 확대된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이 단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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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족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 사용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

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일부가 우리 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역시 혜택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에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와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하고 있다는 신뢰가 형성될 경우, 향후 복지 확대를 위

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연계 및 결과분석

한국복지패널에 대한 설명은 1절과 같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한국의

료패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

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 등에 관한 기초자료

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한국의료패널 조사사업을 공동으로 수

행하고 있다. 2008년에 1차년도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시

작으로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이용행태와 의료비 지출규모

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내용에는 가구 및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 전반과 연간 

응급·입원·외래 의료이용내역, 일반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민간의료

보험 가입, 만성질환, 임신 및 출산, 건강관련 인식 및 행태 등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한국의료패널은 보건의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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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보장성과 건

강형평성과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데이터 매칭을 위한 공통변수로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와 경제활동 

상태, 만성질환 유무를 활용하여,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 한국의료패널

의 의료비, 정신건강(스트레스, 불안, 자살충동) 변수를 매칭하였다.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경상소득을 활용해 산출한 소득수준과 한

국의료패널의 의료비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유무별로 소득수준, 의료비 

지출 관련 분포를 살펴보았고, 한국복지패널의 건강상태, 만족도( 생활만

족도, 건강만족도), 생활습관(흡연, 음주) 변수와 한국의료패널의 정신건

강(스트레스, 불안, 자살충동) 변수 또한 만성질환 유무별로 살펴보았다.

〔그림 5-21〕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연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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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사회경제적 요인 관련 매칭변수 표준화

구분
한국복지패널 
조사문항내용
(기준파일)

한국의료패널 
조사문항내용
(연계파일)

　최종 분석변수
(통합파일)

성별 1. 남         2. 여 1. 남         2. 여
- 남  
- 여

출생연도 년 5세 단위
age(연령)　
age group(10세 단위)

만성질환
유무

- 비해당
-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 3~6개월 투병, 

투약하고 있다
-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질환이 
계속되는 경우)
1.예
2.아니오

(3개월 이상 질환 지속)

- 만성질환 있음
- 만성질환 없음

경제활동
참여상태

1. 상용직임금근로자
2. 임시직임금근로자
3. 일용직임금근로자
4.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5. 고용주
6. 자영업자
7. 무급가족종사자   
8.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9. 비경제활동인구

1. 임금근로자
2. 고용주, 자영업자
3. 무급가족 종사자
4. 해당없음(이전 

문항에서 ‘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음’ 
응답자

- 임금근로자
- 고용주,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미취업자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

된 최종 분석변수를 기준으로 매칭 전 공통변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공

통변수는 성, 연령대, 만성질환 유무, 경제활동 상태로서, 성별과 경제활

동 상태의 경우 두 조사 데이터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

대별과 만성질환 유무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대별 분포를 살

펴보면 한국복지패널조사에 70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만성

질환 유무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료패널에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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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성별 분포 비교: 매칭 전

〔그림 5-23〕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연령대별 분포 비교: 매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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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만성질환 유무별 분포 비교: 매칭 전

〔그림 5-25〕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경제활동 참여형태별 분포 비교: 매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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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의 공통변수 가운데 두 데이터를 연계하

는데 사용한 매칭변수는 성, 연령대, 만성질환 유무, 경제활동상태이며, 

성, 연령대, 만성질환 유무의 경우 두 데이터에서 각 변수의 범주들로 블

록화(block)하여 정확히 일치하도록 연계하였다. 

매칭 후 공통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만성질환 유무

별 분포는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는 두 데이터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만, 매칭 전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6〕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성별 분포 비교: 매칭 후



제5장 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 모의분석  117

〔그림 5-27〕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연령대별 분포 비교: 매칭 후

〔그림 5-28〕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만성질환 유무별 분포 비교: 매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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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경제활동 참여형태별 분포 비교: 매칭 후

매칭변수를 기준으로 한국복지패널의 건강상태, 만족도, 생활습관, 소

득수준 관련 변수와 한국의료패널의 의료비, 정신건강 관련 변수를 연계

하였다. 기준파일인 한국복지패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만족도, 생

활만족도의 경우 조사는 5점 척도로 수행되었으나 해석을 용이함을 위해 

3점 척도로 병합하였고, 마찬가지 이유로 음주량에 대한 문항 역시 2개 

범주로 병합하였다. 또, 소득수준을 범주화하기 위해 가구 균등화 소득

(가구 경상소득/ sqrt(가구원수))의 중위수를 구하여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00%, 중위소득 100~150%, 중위소득 150% 이상의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흡연량의 경우 지금까지 피운 담배 총량을 피

운적 없음, 100개비 미만, 100개비 이상의 3개 범주 그대로 활용하였다.

연계파일인 한국의료패널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과업에 따

른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좌절 경험 문항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병합하였으며, 개인지출 의료비는 연속형으로 그대로, 자살충동 역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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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2개 범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림 5-30〕 복지패널과 의료패널 분석변수 

소득수준별로 가구 균등화 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소

득수준이 ‘중위50%미만’에서부터 ‘중위150%이상’까지 올라갈수록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와 비교

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31 참조).

[그림 5-32]에서 소득수별로 만성질환 유무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소

득 50%미만’인 가구의 경우 78.2%가 만성질환자였으나, 소득수준이 올

라갈수록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줄어들어 ‘중위소득150% 이상’ 가구의 

경우 26.5%만이 만성질환자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만성질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9.1%만이 

만성질환자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88.0%가 만성질환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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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소득수준별 가구 균등화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배율 

<만성질환 있음>

<만성질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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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소득수준별 만성질환 유무 분포 

〔그림 5-33〕 연령대별 만성질환 유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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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유무별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건강하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5.3%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만성

질환자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다.

건강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자가 아닌 경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6%로 가장 높지만, 만성질환자의 경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다.

〔그림 5-34〕 만성질환 유무별 주관적 건강상태 

〔그림 5-35〕 만성질환 유무별 건강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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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유무별로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자가 아닌 경우 

‘불만족’, ‘만족’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2%, 63.2%이지만, 만성질환

자의 경우 ‘불만족’, ‘만족’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3%, 47.5%로 비

교적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6〕 만성질환 유무별 생활만족도  

〔그림 5-37〕 만성질환 유무별 흡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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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빈도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주 2회 이상’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전혀 마시지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이 59.9%로 가장 높았다.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자의 경우 ‘언제나 있었

다’고 응답한 비율이 11.7%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의 8.4%에 비해 비

교적 높았다.

〔그림 5-38〕 만성질환 유무별 음주빈도

〔그림 5-39〕 만성질환 유무별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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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자의 경우 ‘언제

나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1.6%에 비해 

비교적 높았고, ‘전혀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만성질환자(75.5%)가 만

성질환이 없는 응답자(63.4%)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자살충동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4.0%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그림 5-40〕 만성질환 유무별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림 5-41〕 만성질환 유무별 자살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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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3요소(3V)는 자료의 양(volume), 자

료의 증가 속도(velocity), 자료의 다양성(variety)인데, 이 가운데 다양

성은 빅데이터의 4번째 요소이자 특징인 새로운 가치(value)를 창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결합하여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이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요

소이다. 예를 들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가까운 미래의 행동양식을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의 핵심요소이다. 과거에는 개별 회사가 가지고 있

는 자료를 이용하여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하

고 분석하여 고객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2012

년에 SK 텔레콤과 네이버가 자료 공유와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교환한 예

는 기업들이 다양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주요한 전자회사에서는 북미지역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

라오는 자사 제품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의 불만사

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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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가 세계 처음으로 빅데이터 거래시장인 ‘데이터 플라자(Data Plaza)’

를 개설했으며, 일본 마케팅 리서치 협회에 따르면 거래가 가능한 고객 

데이터시장은 약 2,200억엔(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처럼, 빅데이터 시대가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료의 다양성이며, 자료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및 활용하는 

기술과 방법론의 발달이다. 이러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 빅데이

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노력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우

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정부 3.0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데

이터의 개방 및 공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2010년에 “모든 연방정부는 빅데이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 3월부터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였

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필수적

인 게놈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아마존의 클

라우드 서버에 모든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 국토안보국은 

여행기록, CCTV기록, 유무선 통화기록 및 금융거래 기록 등 대량 데이터

로부터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행위의 가능성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패턴을 정  분석하여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금

융위기 극복과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Future ICT 프로젝트

16) 김용대·조광현(2013), 빅데이터와 통계학,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5), pp.95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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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 중인데, 기존의 정보공학적 접근을 탈피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잡계 과학 연구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는 EU 27개 

회원국의 공공부분 데이터를 무상 공개하는 포털사이트 “Data Portal”

의 beta 버전을 개설하였다.

한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많이 알려진 것은 BPP(Billion Prices 

Project)이다. 국가통계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매우 민감한 소득, 질병 

등을 조사하며,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통계청과 한국은행을 필두로  관세청, 국세청 등 정부와 더불어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통계의 규모

로 볼 때 일반 국민이 국가통계 생성에 참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MIT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통계, 특

히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Billion 

Prices Project(BPP)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물가지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BPP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는 빅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다니면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70여 개국의 900여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

사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나라에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다. 2단계는 이러한 정보를 매일 매일 

관리하는 것이며, 3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제품군을 분류하는 것이다. 4단

계는 각 범주별로 가격지수를 선정하고 5단계에서는 국가별로 가격지수

를 산정한다. BPP에서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 그림과 같

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가격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 

때, 지수 산정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핵심제품군의 분류인데, 특히 공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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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인터넷에서 가격을 찾기 어려운 제품군에 대

한 정보를 얻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다. 공식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제품군 중에서 음식, 음료, 의복, 신발, 건강, 에너지 등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군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

으며, 서비스 등 인터넷으로는 전혀 얻기 힘든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정

보 (60%의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적

으로 추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BPP가격지수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미국 물가에 대한 BPP 가

격지수와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다음 그림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움

직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 정부 발표 물가지수는 계단형인 반면

에 BPP 물가지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는 매월 물가지

수를 발표하는 반면 BPP 물가지수는 매일 발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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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P 물가지수는 정부 발표 지수보다 빠르게 시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

다. 더군다나 BPP 물가지수 산정을 위해 이용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

은 시장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BPP 물가지수가 정부 물

가지수보다 좀 더 시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데이터 연계 방법론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연계하

여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줄하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더 나아가 데이터의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출 또는 이러한 정

보를 활용한 영리활동의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므로, 한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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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3년에 세

상을 놀라게 한 미국의 프리즘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14년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카드정보 유출사태도 개인정

보의 유출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통한 빅데

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 및 활용은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이 확산됨과 동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시 실무적으로나 정책적으

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목격한 바 있는 개인

정보 유출에 의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건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

하여 다양한 이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해서 반

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문제이다. 즉, 빅데이터 분석의 

성공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

용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러한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

적 정의와 근거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라

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로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발

굴 및 창출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

보보호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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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적 검토17)

가. 법률적 정의

 

개인정보의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각종 법률로부터 찾

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개인정보법”)등 

두 가지 법률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법률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의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1)특

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또는 (2)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

우 그 정보를 개인정보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식별성이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의 핵심인 것이다. 식별성과 관

련해서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먼저 정보자체가 식별성을 가지

고 있는 경우로, 특정인의 성명, ID와 비 번호, 전화번호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유출된 경우, 주소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나 개인에 의해서 식별성이 있는 경우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임의로 부여한 일렬번호, 또는 통신회사의 사용하는 

개인의 IMEI나 IMSI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특징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를 생성한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경우는 식별성이 현저히 저하

되지만, 정보를 생성한 기관이나 개인은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혼합할 경우 개인의 식별이 가능

한 경우로, 예로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가 회사가 어플리케이

17) [장주봉 (2013).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규제.] [이은재 (2013). 개
인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기초.]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센터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워크샵 자료 일부 내용을 요약·발췌(재인용)하여 작성함 



136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션을 통해 통신사의 IMEI나 IMSI를 수집하고, 동시에 개발사가 이용자로

부터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공표하는 소지역 통계를 그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회

사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특정지역의 학원이 학원 수강생의 정보를 정부의 소지역 교육통계와 

결합하면 학원 수강생의 다양한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이렇듯 개

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는 대단히 넓어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보호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나. 법적 근거

개인정보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

에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

항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생활

의 비  및 자유인지 아니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인지, 개인정보를 이

용할 필요가 있는 주체들과 개인정보 주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관계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산업발전에 불

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요소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명한 법 경제학자인 Posner는 프라이버시의 보

호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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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의 수집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사용을 제어하

는 규제 또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것이다. 법 경제학의 주요 연구성과

인 Coarse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주어진 규제에 관계없이 당사자

들의 자발적인 거래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론

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법경제학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의 보호와 관계없이 개인들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경우 효율적인 개인

정보 공개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정보의 거래를 개인

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와 같이 정보주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현재 주류적인 개인정보 획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경제학적 견해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

이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인정보의 거래는 외부효과가 수반되

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는 거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자에

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 그 다른 자가 이를 이용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

황이 개인정보의 거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경우 이러한 외부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

률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헌법에서

는 프라이버시 권리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소극적 의미의 권리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

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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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방

편적 개념이고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후자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 

다.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미

국, EU, 일본,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한, 그 이전 단계에

서 개인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의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규

제를 특별히 두는 법적 시도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

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

로 구분한다. 옵트인은 개인이 동의를 해야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옵트아웃은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정보당사자가 요구

하면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다. 미국의 공공기관에서는 까다로운 옵트인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하지만, 민간분야에서는 산업발전의 촉진을 위해서  

옵트아웃 방식을 인정하며 자율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모아

서 판매하는 액시엄이나 인포 USA같은 회사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것

도 이러한 법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맥시엄은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3,000대의 서버에 미국 성인 2억명을 포함하여 전세계 5억명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한명당 정보가 1,500

종에 달할 만큼 그 양도 방대하다. 포춘 100대 기업 중 47개 기업이 액시

엄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직후에 미국 

정부에 협조하여 테러범 19명 중 11명의 신원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인포 USA도 개인정보를 모아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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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3,000만명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와 2,400만개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포춘 100대 기업 중 85개의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지

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캠프도 이 두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선거 캠

페인을 하였으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회사가 경쟁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열중하면서 다양

한 형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

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상무부도 

2010년 12월에 ‘인터넷 경제의 상용데이터 개인정보화와 혁신’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 권리장전’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국’

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권

리장전’이 발표되었는데, 주 내용은 개인의 통제(개인이 자기의 정보 유

통을 통제할 수 있음), 투명성, 의도존중, 보안(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함), 접근성과 정확성, 필요한 정보만 수집, 설명 책임(기

관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개인에게 설명해야 함) 

등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아직 민간부분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통일된 법률 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U의 경우에는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며 EU국가 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

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1995년 “개인정

보의 처리와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 1997년의 “정보통신부문

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 1999년에는 “정보고

속도로에서 신상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 2002

년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유

럽의회 및 유럽위원회 지침안” 등을 채택하였다. 

EU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법은 옵트아웃 방식에서 옵트인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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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 중이다. 특히, 2011년 유럽의회가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의결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

키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입법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잊혀질 권리’란 인

터넷 등에서 떠돌아 다니는 개인 정보를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옵트아웃보다 옵트인 형식을 취하는 유럽은 아

직까지는 빅데이터에 의한 과실보다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한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단, 이러한 규정은 27개 회원

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데, 각국의 다

양한 이해가 맞물리면서 실제 입법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률 체계는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족립행정법

인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제정하는 개인정보보호조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정보통신, 

의료, 금융 등의 각 사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7개 분야

에 40개의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규정하는데, 이는 EU와 달리 상품검색 이력이나 열람 이력, 

구매 이력과 같은 행동 이력은 개인의 식별이 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정보

의 3자 제공을 인정한다. 단, 각 사업 분야를 지도/감독하는 정부기관이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할 때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는 일본과 비슷

하게 미국과 EU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

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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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의 카드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이

러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가. 통계학적 방법론의 필요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사회적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

한다면,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다수의 자료가 

연계된 자료들을 통하여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되는 경우 사

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연계 및 활용함에 있어 데이터를 제공하기 이전에 개인의 특성

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제거하는 비 보호 조치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비 보호 조치는 단순히 자료를 개인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비록 각각의 자료를 변

경하여도,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결합하면 비 노출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의 지역 정보와 교사 또는 학생의 지역 정보를 결합

하면 교사 또는 학생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별 학교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

하여 지역 정보를 광역 단위로 제공하고 소단위 지역 정보는 제공하지 않

아야 한다. 또한, 특정변수에 특정 값을 갖는 데이터를 통하여도 개인정

보가 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특정한 변수의 값에 특정한 값을 갖는 개인

이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이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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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통해 알아낼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변수의 적절한 그룹화를 

통하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의 비 보호 조치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사용자

에게 제공되는 변수가 너무 제약이 되어서, 자료의 제공으로부터 기대되

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림 6-1〕과 같이 식별성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익명성에서 자료의 활

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면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

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림 6-1〕 개체 식별성과 익명성과의 관계

자료: Sweeney, L (2001), Computational Disclosure Control : A Primer on Data Privacy 
Protection, Ph. D. thesis, MIT, Dept. of EE and CS. pp.31.

개체 식별성과 익명성의 관계는 자료의 유용성과 개인정보 노출위험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림 6-2]의 (a)는 자료 제공자와 자료 이용자

와의 관계에서 자료 제공자가 원시 자료를 배포한다면 자료의 유용성은 

매우 높을 것이지만 개인정보는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b)는 

자료 제공자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전혀 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유용성은 0에 가깝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 

역시 0이라고 할 수 있다. (a)상황과 (b)상황에 대한 적절한 타협점은 어

느 정도의 비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을 감수하면서 자

료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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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 보호조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과 자료의 정보를 

이용한 사회의 기여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즉,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가 분석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적 노출 관리 기법의 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 정책 수립 및 평가, 전문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매우 세분화

된 정보까지 연구하므로, 개별정보의 비 보호라는 제약과 이용자의 요

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림 6-2〕 자료의 유용성과 개인정보 노출위험의 관계

       자료: Sweeney, L (2001), Computational Disclosure Control : A Primer on Data 
Privacy Protection, Ph. D. thesis, MIT, Dept. of EE and CS.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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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적 위험의 분산 필요성

데이터 통합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해결하는 통계적 방

법론이 아무리 정교하여도 개인정보 유출을 100% 방지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르는 법률적 위험은 항상 상존하다. 이러한 법

률적 위험은 실제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시도하

는 데이터과학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데이터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을 위해서는 데이터과학

자들의 법률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시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최소화 해주는 방법을 

시급히 고려하여야 한다.

데이터과학자들의 법률적 위험 분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데이터 과

학자의 법률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나누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데이터 거래소(가칭)’를 정부 조직 또는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서, 여러 기관의 데이터 통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거

래소에서 승인된  통합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과학자에게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요컨대,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

의 연계 및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 연계 시 발생하는 개

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데이터 연계에 있어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법률적 접근법, 데이터 매스킹 등의 기술적 접

근법 그리고 데이터 거래소 설립 등 정책적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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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 사회는 2014년 신용카드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개인정

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중심축이 기울어진 듯하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

대와 더불어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정부 3.0을 중심으로 다양

한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국

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방법론18)

과거와 달리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

업이나 민간이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과 그에 따

른 정보공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

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따라 정보 공개의 범위/사용 권한의 확대와 

자료의 공유 및 연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데이

터 공개 및 연계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와 개념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 연계의 주체, 목적, 규모와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자료의 유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본다. 더 나아가 데이터

의 연계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살펴보고,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

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8) [이용희(2013), 정보공개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노출 위험의 측정에 대한 통계적 방
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5), pp.1029-1041.]논문 일부 내용을 요약·발췌(재인
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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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의 필요성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통계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여러 학

문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가

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이용한 근거기반의 과학적 방법은 의학, 

보건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주요 학문분야에서 이전에 하지 못했

던 수량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여러가지 문

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통계학의 발달로 인하여 자연과 사회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통계학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이 수집된 

자료와 이로부터 생성된 유용한 정보를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

대가 되었으며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장할 수 있는 자료

를 모두 분석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까지 수집된 자료나 생성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

는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것이 현실이다. 보통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국가기관이나 개인기업은 자료를 분석하여 요약된 정보를 공개했지만 자

료를 공개하거나 서로 공유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많은 자

료들이 개인 사생활이나 기관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이 제한되어 왔으며 실제로 민간에게 제공되

는 정보는 자료를 단순하게 요약한 정보가 대부분이고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방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와 더 나아가 빅데이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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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따라 정보 공개와 자료의 공유 및 연결에 대한 요

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의 연계와 공개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데

이터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기관이 타인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공개하면 자료의 이용자

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료를 공개 자료와 연계하여 더 유용한 정

보를 생산하려고 한다. 따라서 자료의 연계와 공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현

상이며 이러한 동시성은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성

을 크게 증가시킨다. 더 나아가 자료를 공개하거나 연계하는 경우 이용자

에게 자료를 요약한 형태가 아닌  자료의 단위 또는 개체(unit)에 대한 정

보를 포함한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 또는 raw data) 형태로도 제공

된다.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관의 신분이 노출

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이처럼 자료를 연계하거나  공개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데이터가 타

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암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변형하여 제공하

거나 또는 공개되는 변수들을 적절히 축소 또는 변경하여 개인의 신분이

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가능성을 제거 또는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비

 보호를 위하여 자료를 암호화 또는 변형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데이터 

연계의 효율을 감소시키거나 공개된 자료의 유용성(utility)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변형 방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데이터 공개 및 연계 활용에 따른 노출 위험

여기서는 데이터의 공유 및 연계의 주체와 성격에 따른 노출위험의 가

능성과 위험에 대비한 방법의 구현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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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및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와 연계 

 대부분의 국가는 통계전문기관이나 국가기관 산하의 통계전담부서가 

고유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총조사(census) 또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획득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관의 고유 목적에 맞게 수집되며  데이터베

이스 등을 통하여 저장되며 수시로  업무목적에 맞게 분석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용한다. 이러한 통계 생산 작업은 보통 법규로 규정되어 있으

며 기관에 적용된 법규나 기관이 만든 자료의 수집, 보관, 처리에 대한 규

칙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많은 국가기관이나 부서는 자신이 보유한 자

료가 아닌 다른 기관이 소유한 자료를 이용하기 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는 경우 자료를 요약한 결과뿐만 아니라 서

로 다른 자료를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료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규모와 빈도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 다르며 그 

규모와 빈도에 따라 개인정보와 민감한 자료의 유출 위험성도 달라진다. 

다음은 자료의 공유 및 연계의 대상, 규모, 빈도에 따른 노출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방법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하는 현실적

인 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자료의 공유가 주기적이며 자료 연계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

많은 국가기관은 정책의 수행 목적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한

다. 자료를 연계하는 목적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연계의 수단이 확

실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서 복지에 대한 자료와 세금자료를 결합하여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

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료를 공유하는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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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관이 자료의 공유와 연계에 대한 표준절차(protocol)를 여러 

가지 관련된 법령에 맞게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생성하고 개인정

보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자료의 연계를 위하여 암호화방법을 사용하거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을 미리 정하여 노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료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자료의 규모가 커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을 선정하여 자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자료를 공유하고 싶은 두 개의 기관이 전문 인력이나 연계에 관련된 

자원이 부족한 경우를 위하여 통계생산 전담기관(예를 들어 통계청,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표준절차를 만들어 연계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더 안

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 기관이나 부서가 자료의 공유와 연계를 

위한 통계전담인력과 필요자원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통

계전담기관이 자료의 공유와 연계에 대한 표준절차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자료의 연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통

합서비스 시스템에 자료의 연계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국가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자료의 공유 및 연계가 주기적이지 않고 목적이 변하는 경우

국가기관은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표하지만 또한 보유한 자료를 수시로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표한다. 따라서 기관 또는 부서의 자

료 공유 및 연계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수행되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수

시로 일어나는 자료의 공유에 대한 요구는 주기적이며 고정된 목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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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수행되어 지는 자료의 공유와 달리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성이 더 크

다. 자료보유 기관이 수시로 일어나는 자료공유 요구에 따라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절차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

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

고 자료의 이용이 편리하여 자료 공유와 연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빈번하

게 일어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관들은 자료의 공개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과 표준절차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매뉴얼과 표준절차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 자료를 연계할 때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

안 조치, 접근 권한과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기관 또는 부서간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행정의 효

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자료의 공유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규칙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 기관

내의 관련부서들은  자료공유 및 연계를 수행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료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관 내의 자료 공유 시스템은 이용자의 요구, 보유한 자료의 특성을 분

석하여 구축하되 불필요한 자료의 노출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 의료, 복지에 관련된 많은 행정자

료 및 표본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공유 및 연계에 대한 요

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히 자료의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데이터 분

석 및 마이닝(data analysis and mining)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려면 통합된 자료 분석 서버(statistical anal-

ysis server)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나 노출이 위험성

이 커지고 다른 차원의 정보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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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증가와 새로운 노출의 가능성은 더욱 정교한 개인정보 보호의 필

요성을 요구한다.  

  정부기관이나 부서들이 자료를 자료 분석 서버를 이용하여 공유하고 연

계하여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는 일반사용자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보

다 정보노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면 자신이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Honest but curious) 계속적인 자료의 접근

을 통하여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역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Frequency attack).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부서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

우에도 불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관 내의 자료 공유 시스템은 접근할 

수 있는 자격과 접근 자료의 범위에 대한 제한, 사용자 기록 로그의 생성, 

이용 빈도 분석 등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도구들을 구현해야 한다. 

나. 일반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의 공개 및 연계

최근에는 통계학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이 수집된 

자료와 이로부터 생성되는 유용한 정보를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수집된 자료나 생성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는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는 많은 자료들이 개인 사생활이나 기관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이 제한되어 왔으며 실제로 민간

(private sectors)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자료를 단순하게 요약한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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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와 더 나아가 빅데이터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따라 정보 공개의 범위와 사용 권한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에게 마이크로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경우 자료의 이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칙과 표준절차를 먼저 준비해

야 한다. 자료의 민감성에 따라 이용자가 자료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자료 

접근의 시간, 공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매우 민감한 

자료는 제한된 공간에서 결과의 출력만 열람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접근의 권한과 출력의 제한, 사용기록의 생성, 

이용 빈도의 제한 등 민감한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정

보보호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경

우에는 공개되는 변수들을 적절히 축소 또는 변경하여 개인의 신분이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가능성을 제거 또는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비  

보호를 위하여 자료를 변형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공개된 자료의 유용성 

(utility)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변형 전과 후의 분석결과가 최대한 

유사하도록 변형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3. 데이터 연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법론

가. 정보 노출의 개념

 자료를 연계하거나 통계분석 서버를 제공하고 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적용하려면 먼저 정보 노출 

(disclosure of information)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Duncan과 Lambert (1989)은 정보노출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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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1) 신분 노출(identity disclosure)

신분노출은 공개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이나 기관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다.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할 때 신분노출의 

위험이 어떤 위험보다 가장 피해가 크다. 신분노출이 되면 개인의 사생활

이 침해되고 법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자료를 공개한 기관의 공

신력이 크게 떨어져 이후의 자료의 수집이나 공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신분노출의 위험성을 최

소로 하는 방법의 선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특성 노출(attribute disclosure)

특성노출은 개인이나 기관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지만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특성(예를 들어 소득, 매출액, 범죄기록 등)에 대한 

정보가 자료의 이용자에게 누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성노출은 대부분 

공개된 자료와 외부의 자료를 결합하는 경우에 주로 일어나며 그 결과로 

신분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외부 자료와의 유사성이나 특성들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특성노출이 일어

나도 그에 따른 파생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3) 추정 노출(inferential disclosure)

추정노출은 공개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의 자료와 외부자료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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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론

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A기업의 순이익이 동종

업종의 평균 순이익보다 20% 낮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더 나

아가 업종의 평균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개된 자료가 있다면 

이용자는 A기업의 순이익을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예는 개인이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추론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추정노출의 위험은 공개되는 자료가 다양하고 많

아지는 빅데이터의 환경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공개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공개된 외부 자료의 특성과 관련성을 완전하게 파

악하기 어려우므로 추정노출의 위험을 수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 모형 노출 (model disclousre) 

 

모형노출은 모집단노출 (population disclosure)라고도 불리며 이는 

특정집단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자료에서 추론된 모형으로부터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개인의 임금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특성과 임금의 관계 (relation)가 자료로 부터 유추되는 

경우 모형노출이다. 이러한 경우 여자와 남자 근로자의 임금 격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모형노출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현재까지 주로 제안된 정보 보호 방법들은 신분노출이나 특성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대부분이다. 추정노출과 모형누출은 주로 요약

자료(교차표, 기술통계)에 의해 발생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노출제한 방

법은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두 위험은 최근에 정보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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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방법이 발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통계분석 서버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다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 데이터 연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방법론

자료의 연계는 단순히 한 번의 계산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

료의 처리 및 편집, 계산, 평가, 판단 등이 수시로 적용되는 복잡한 작업

이다. 특히 두 자료에 개체를 연결할 확실한 변수가 부족하거나 자료가 

큰 경우 연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연계를 하

기 위한 절차가 길어지면 자료의 노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법이 적용된 자료 연계(privacy-preserving data link-

age)를 사용해야 한다. 

  자료의 연계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방법은 자료의 

내용을 해쉬코드(hash encoding)로 바꾸어 이를 이용하여 매칭하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자료의 연계에 필수적인 개체의 이름을 실제 내용이 

아닌 알아볼 수 없는 코드로 암호화한 해쉬코드로 바꾸고 코드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정확하게 매칭하는 방법이다(Dusserre, et. al., 1995).

해쉬코딩의 예

"김길동" -> ‘'101010. . .100101’' 또는 ‘'4R#x+Y4i9!e@t4o]’'

"김길순" -> ‘'101010. . .100111’' 또는 ‘'4R#y+Y4i9!t@k5o]’'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자료의 내용을 해쉬코드로 바꾸면 연계

과정에서 코드가 노출될 경우에도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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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드를 역변환하여 내용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보 누

출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해쉬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료의 내용을 역변환으로 알아낼 수는 없지만 주어진 문자열이 대응하

는 유일한 코드로 변환되기 때문에 자료 전체에 대한 해쉬코드를 이용하

여 도수분포(frequency)를 구하면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하게 되어 민감

한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frequency attack). 예를 들어 자료에서 개체

의 이름 중에서 성(last name)이 해쉬코드로 변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해쉬코드에 대한 분포를 구하면 이는 모집단이 가지는 성의 분포와 유사

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존재

하는 “김”씨 성을 가진 자료 내의 개체들은 쉽게 추정되어 정보가 노출된다.

위에서 언급한 해쉬코드를 이용한 정확한 연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한 대표적인 방법은  q-그램(q-gram)을 이용한 근사매칭(approximate 

matching)이다. q-그램은 주어진 문자열을 길이가 q인 짧은 문자열로 

변환한 것이다. 문자열을 q-그램으로 변환한 뒤에 두 문자열에  공통으로 

나타난 q-그램의 개수를 이용하여 연관성 점수를 만들어 매칭을 실시한다. 

q-그램의 예 (q=2)

"peter" -> [ "pe" "et" "te" "er" ]

"pete"  -> [ "pe" "et" "te" ]

q-그램을 이용한 근사매칭 방법은 정확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

을 나타내는 점수를 이용하여 자료 중에 서로 코딩이 약간씩 다르지만 같

은 개체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q-그램 방법보다 정

보 보호를 강화한 응용방법은 가림식 q-그램 방법 (blind-fo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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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ram)과 블룸 필터(Bloom filter)를 이용한 q-그램 방법이 있다. 특

히 블룸 필터(Bloom filter)를 이용한 q-그램 방법은 q-그램을 해쉬함수

(hash function)을 이용하여 이진수 행렬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저장 공간이 절약되고 계산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Churches et. al, 

2004; Schnell,et al., 2009) 

그 밖에도 자료 연계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방법은 준거자료를 이용

한 매칭 (approximate matching with public reference), 문자열을 

음성코드로 축소 변환하여 매칭하는 방법 (phonetic encoding), k-익

명성을 이용한 근사매칭 (approximate matching with k-anonym-

ity), 잡음 첨가 (noise addition), 차등정보 보호방법 (Differential 

privacy) 등이 있다(Pang et. al. 2009; Verykios et. al., 2009; 

Karakasidis et. al., 2012; Inan et. al., 2010). 

〔그림 6-3〕 블룸 필터를 이용한 q-그램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려사항

데이터 연계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료의 처리, 분석, 알고리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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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평가, 검토 등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다. 이러한 복잡한 작업을 스

스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는 많지 않다. 

따라서 자료의 연계 작업은 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이 아닌 제 3의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료의 연계를 대행하는 경

우 제 3의 기관의 신뢰도가 높고 제공하는 자료에 강도가 높은 정보보호 

방법이 적용되면  정보 노출의 가능성이 감소한다. 연계를 대행시키는 경

우 자료를 공유하는 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제 3의 기관

과 동일하게 공유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정보보호 방법

의 선택과 실행에 있어서 자료 공유 기관과 대행하는 제3의 기관이 차별

성을 가져야 한다. 자료의 연계를 대행시키는 경우 보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관의 신뢰성이다. 대행기관의 자체 신뢰성이 높지 않다면 아무

리 암호화된 자료를 제공해도 여러 가지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 연계를 자료를 보유한 두 기관이 직접 수행한다면 사용하는 연계

의 방법이나 정보보호 방법이 동일한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이다. 두 기

관이 연계를 위하여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 다른 기관의 자료를 열람 또는 

분석할 수 없는 환경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계가 끝난 뒤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것인지 미리 결정하여 연계 후에 

주고받는 정보의 불균형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를 공유할 때 

최종적으로 두 기관이 새로 얻게 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불균형이 생기면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최근에는 자료의 공유와 연계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정적인 형식

(static type)이 아니라 동적인 형식(dynamic type)으로 이루어 질 가능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의료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료 

연계를 실시하여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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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소수의 기관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내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 생성된 자료를 일반인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분석 서버로써 민간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자료 공개의 추세는 양질의 자료를 사적인 영역에서 이용하여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공공 자료의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을 막

을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정보 공개 

시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6-4〕 자료의 연계, 공유, 공개 방법의 변화

            

  4. 데이터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법

현재 당면한 정보 공개에 대한 환경은  최근까지 개인정보 방법들을 고

려하였던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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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라 현재까지 고려된 자료의 양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방대한 크

기의 자료가 공개될 수 있는 환경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서

로 결합되어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은 개인 또는 기

관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고

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들이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 마이크로데이터 자체를 공개하기 보다는 데이터베이

스에 연결된 통계 분석 서버(data analysis server, statistical analysis 

server)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통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요약된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분석 서버는 마이크로데

이터의 공개가 불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분석 서비스는 실제로 마이크로데이터 자

체에 접근할 수 없어도 정교하게 설계된 연속 접속을 통하여 민감한 정보

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노출의 위험은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방법

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부터 최근에 제시된 차등정보보호방법까지 살펴보

고자 한다. 

가. 공개 자료에 대한 고전적인 개인정보보호 방법

  1) 기본적인 보호 방법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개인이나 기관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

는 식별변수(identifier)가 있다. 식별변수의 예는 성명, 상호,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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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인번호,  주소 등이 있다.  익명화(anonymization)는 노출제한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기 전에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명백한 식별변수를 자료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신분이 노출되는 변수도 있지만 개인이나 기관의 특성을 나

타내는 보조식별변수(quasi identifier, key variable)도 존재한다. 보조

식별변수의 예는 생년월일, 직업, 설립일, 업종, 거주 또는 사업 지역 등

이 있다. 보조식별변수가 노출되면 개인이나 기관의 신분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외부의 정보와 결합(matching)하거나 또는 자료에 존재하는 유

일한 개체(uniqueness)임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신분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여러 가지 자료 연계 프로그램(record 

linkage program)의 상용화로  인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경

우 직접적인 식별변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외부이용자가 공개된 자료와 

외부자료의 결합을 통하여 개체의 신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보조식별

변수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료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제거하는 익명화 방법을 사용하면 자

료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에는 보조식별변수를 변형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2) 코딩

코딩(coding)은 노출제한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연

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코딩의 범위가 클수

록 노출의 위험성이 작아지지만 자료의 유용성이 작아진다. 어떤 변수의 

값을 순서대로 정열하였을 때 가장 작은 값 또는 가장 큰 값 근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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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는 노출의 위험성이 크므로 (예를 들어 최고령자 또는 최대 매출액)  

정렬된 자료에서 극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처음과 끝 부분만 코딩하는 

방법이 있다(예를 들어, 90세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 이상). 이를 상단코

딩(top-coding) 또는 하단코딩(bottom-coding) 이라 한다.  

  3) 표본추출

표본추출(sampling)은 전체 자료의 일부분을 확률 추출하여 공개하는 

방법이다. 전체 자료가 아닌 표본의 공개는 비 보호를 위한 매우 효과적

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자료의 이용자에게 모수 (parameter)를 추정할 

때 필요한 표본추출 설계에 대한 정보(모집단과 표본의 수, 가중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4) 잡음 첨가방법

잡음 첨가방법 (noise Addition)은 자료의 값에 잡음 (noise)을 더하

거나 곱하여 원래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공개하는 방법이다. 중요

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변수에 잡음을 첨가하여 변형된 자료를 공개하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외부 정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부 자료와 결합

하여  신분을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한다. 

잡음 첨가방법은 실제 자료에 잡음을 더해주거나 곱해주는 방법이므로 

구현하기 쉽지만 잡음을 생성할 때 변수의 분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잡음을 원래 값에 

더해주거나 곱해준 후에 변형된 자료의 평균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분산

이 증가하는 중요한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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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변수에 잡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변수들의 상

관관계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관이 

있는 잡음들(correlated noise)을 여러 개의 변수에 각각 첨가해주면 원

래 자료의 상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무상관 잡음첨가 

(uncorrelated noise)나 상관 잡음첨가 모두 요약 통계량의 분산을 증가

시킨다. 

  5) 자료교환

자료교환(data swapping)은 정해진 영역 내의 개제들의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료교환은  Dalenius와 Reiss (1978)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Dalenius와 Reiss (1982)에 의해 발전되었다. 

Dalenius와 Reiss는 범주형 자료에서 결합 도수분포 (joint frequency 

distribution)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자료교환의 절차를 제안하였다. 초

기의 연구는 대부분 범주형 자료에 대한 방법이었으나 Reiss (1984)와 

Dalenius (1986)가 연속형 자료에 대하여 자료교환 방법을 확장하였다. 

자료교환은 자료의 값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위치를 바꾸는 방법

으로 원래의 자료와 교환된 자료에 의해 계산된 통계량이 동일하게 얻어

지도록 구현된다. 자료교환의 방법을 잘 설계하면 자료의 교환 후에도 중

요한 요약 통계량들이 원래 자료의 통계량과 같아지게 또는 매우 유사하

게 할 수 있다.  자료가 교환되는 정도와 범위가 커지면 민감한 정보의 유

출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자료 교환한 후에는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통계

량 (예를 들어, 상관계수)이 변하기 때문에 자료의 유용성이 감소한다. 따

라서 자료교환의 방법을 구현하는 경우 정보유출의 위험성과 자료의 유

용성에 대한 상호적인 고려를 하여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도록 교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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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때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외부의 정보와 공

개된 자료의 정보가 결합되어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민감한 정보가 유

출된다. 자료교환을 적용한 후 공개를 하면 노출된 응답자의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들의 비 누출 행위에 대한 시도

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료교환은 다른 정보보호 방법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이나 변수의 

특성 및 분포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료교환을 하기 때문에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간단한 규칙에 따라 변형시키는 방법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 

  6) 인위자료

인위자료 (synthetic data)는 앞에서 살펴본 통계적 노출제한 기법과 

매우 다르다. 주로 전통적인 노출 제한 기법은 원래 자료를 바꾸거나 변형

시켜서 노출의 위험성를 줄인다. 인위자료는 원자료를 생성하는 가상의 

통계적 모형 (statistical model)을 가정하고 원래 자료를  통계적 모형에

서 발생한 모의자료 (simulated data)로 대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위자

료는 원래 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이지만 원자료를 생성하는 

가상의 모형에서 추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원자료가 지닌 통계적인 특성들

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인위자료에 기반한 분석은 원자료에 기반한 분

석과 매우 유사할 것이다. 이러한 인위자료의 공개는 노출의 위험성을 크

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적절

한 통계적인 모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아직까지 널리 쓰

이지 못하는 상황이나 근래에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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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위자료 교환방법 

여기서는 공개 데이터에 흔히 사용되는 순위자료 교환방법(rank-based 

swapping)의 적용 예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1987년 Brian Greenberg

의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는 새로운 자료교환 방법을 소개했다19). 이 방법

을 순위자료 교환법(rank-based proximity swapping)이라고 부르며 

연속변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Delenius와 Reiss의 방법과

는 다르게 연속형 자료에 적용하는 방법이며 선택된 변수의 값을 기준으

로 개체의 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선택된 변수의 값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교환하는 방법이다. 교환하는 자료의 범위에 제약을 두면 자료의 

왜곡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자료교환 후에 얻은 통계는 원래 자료로 부터 

얻은 통계의 추정 값과 유사하지만 교환의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교환하는 변수

# 병원 연령 월소득(만원)

1 A 34 400

2 B 34 600

3 C 43 460

4 A 45 450

5 B 55 1000

6 A 56 700

7 C 56 600

8 B 60 1500

〈표 6-1〉 연령 순서로 정렬된 원자료

순위자료 교환방법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자. 표에 있는 자료를 

개체의 연령 순서대로 정렬하면 표와 같은 형태를 얻게 된다. 연령에 범

19) [Fienberg, S. E., & McIntyre, J. (2004, January). Data swapping: Variations on 
a theme by dalenius and reiss. In Privacy in statistical databases (pp. 
14-29). Springer Berlin Heidelberg.]논문에 언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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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2(개수 단위로)인 순위자료교환방법을 적용하면 먼저 가장 어린 의

사 1번을 연령을 다음으로 큰 값을 가진  두 의사 (2번과 3번)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교환한다. 예를 들어 의사 3번이 선택되었다면 의사 1번

의 연령 34와 의사 3번의 연령 43을 교환한다. 이러한 절차를 교환되지 

않은 개체에 축차적으로 적용하고 교환할 자료가 없으면 중단 한다.

순위교환이 적용되면 변수에 대한 주변분포는 유지되지만 조건부 분포

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분포는 변하게 된다. 결합분포가 변하는 정도는 교

환을 할 때 선택하는 값들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교환의 범위가 커지

면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크게 변화된다. 예를 들어 표를 보면 원 자

료에서 연령과 소득의 상관계수는 0.6900 이지만 순위자료교환이 적용

된 연령과 소득과의 상관계수는 0.6369 으로 순위자료교환이 적용되면 

상관계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만약에 2보다 큰 범위를 사용한다면 상

관계수는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순위자료교환을 적용하는 경우 

교환의 범위가 클수록 노출의 위험성이 작아지게 되지만 자료의 유용성

이 감소하므로 미리 정해진 노출관리방법의 목적에 맞게 두 요소를 적절

히 고려해야 한다. 

　 원자료 교환된 자료

# 병원 연령 연령(원래 #) 월소득(만원)

1 A 34 43 (3) 400

2 B 34 45 (4) 600

3 C 43 34 (1) 460

4 A 45 34 (2) 450

5 B 55 56 (7) 1000

6 A 56 60 (8) 700

7 C 56 55 (5) 600

8 B 60 56 (6) 1500

〈표 6-2〉 순위자료교환방법이 적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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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절차는 Greenberg가 제안한 일반적 순위자료 교환방법을 설명

한 것이다. 

(1) 레코드의 수가 N인 자료에서 하나의 변수 를 오름차순으로 정렬

한다. 즉, 만약    이면    이다. 모든 정렬된 자료에 “비 교환”

이라는 표시를 한다. 이때 극단 값 범주화 (top-coding, bottom-cod-

ing) 결 측 값(missing value), 대체 값 (imputed value)는 “교환”이라

고 표시한다.

(2)  ≤  ≤  인   값 을 결정한다. 값은 비율로

서 정렬된 의 값을 교환하는 자료의 범위를 결정한다.  교환을 할 수 있

는 자료의  와 의 범위의 차이는   이며 이 범위의 차이  는 

 보다 작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0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가정하고 ()  의 값을 5%라고 하면 자료를 교환할 때 교환

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와 의 범위의 차이는 5*200/100=10 미만이

어야 한다. 만약 정렬된 자료 중 첫 번째의 값 은 범위의 차이가 10 미

만인   과 중 사이의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교환한다. 

(3) 정렬된 의 값 를 (2)에 기술된 방법으로 교환할 자료 를 선

택하여 교환하고 교환된 두 개의 값에 ”교환“이라는 표시를 한다.

(4) 교환되지 않은 가장 낮은  순위 j를 찾는다.  에 대하여 (2)에서 

구한 교환의 범위를 계산하고 범위 내에 있는 교환되지 않는 값 중 하나

를 선택하여 교환하고 교환된 두 개의 값에 ”교환“이라는 표시를 한다.

(5) (4)의 절차를 교환할 값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한다.

(6) 교환을 원하는 다른 변수들   에 대하여  (1)-(5)의 절차를 차

례로 적용하여 순위자료교환을 실시한다. 

Greenberg의 순위교환방법에서 교환의 범위를 지정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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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작으면 교환이 이루어진 변수들의 상관계수 또는 다른 다변량 통

계 값이 원래 자료의 값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하지만 ∙ 값이 너

무 크면 상관계수 또는 다른 다변량 통계 값이 크게 왜곡되어 자료의 유

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Greenberg의 논문에서

는 ∙값들을 변화시키면서 자료교환을 하여 적절한 통계량이 얻어지

는 ∙값을 선택하라고 제안하였다.

다. 차등 정보보호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최근까지 보조 식별변수와 외부 자

료의 결합 (matching 또는 linkage)으로 신분노출이나 특성노출이 생기

는 사고가 대부분의 경우였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온라인 비디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Netflix)에서 공개한 회원들의 영화에 대한 

평가 자료를 온라인 영화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IMBD의 회원 자료와 

결합하여 IMDB 회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 사건이다 (Narayanan

와 Shmatikov, 2007). 최근까지 정보의 노출은 이러한 자료의 결합을 

통하여 발생하였지만 최근에 공개되는 자료와 정보가 많아지고 통계분석 

서버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료 공격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가 출현한 환경에서는 추정노출과 모형노출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인구 경제학적 특성을 

알고 있고 여러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에 대한 제법 정확한 회귀모

형을 추정할 수 있다면 개인의 소득을 모형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Dwork (2006)은 다음과 같은 예로 개인이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더라

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Terry 

Gross는 리투아니아 (Lithuanian) 여자의 평균키보다 2인치 작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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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어떤 자료가 국가별로 남여 평균키에 대한 정

보를 줄 수 있다면 Terry Gross의 정확한 키는 노출된다. 공개되는 자료

가 증가하고 빅데이터와 같이 자료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전통적인 노출

의 도구인 자료 연결 (data matching)과 함께  추론과 모형을 통한 노출

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추론과 모형을 통한 노출을 기반으로 하는 노

출 위험의 측도가 필요하다. Dalenius(1977)은 통계적 노출제한 기법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료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개인의 정보를 자료를 통하여 알아내는 것을 

방지한다." (”Access to statistical database should not enable one to 

learn anything about an individual that could not be learned without 

access to the database") 

Dwork(2006)은 Dalenius의 목표가 실현될 수 없는 명제임을 보이고 

차등 정보보호 (differential privacy)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차등 정

보보호의 개념은 한 개의 개체가 자료에 추가로 포함될 때 증가하는 위험

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 정보보호는 자료의 전체를 보호하는 의

미에서 위험을 측정하기 보다는 자료가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위험을 

상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등 정보보

호의 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  과  를 고려하고 두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에 포함된 

개체 수의 차이가 한 개라고 하자. 임의의 노출제한 방법을 확률함수  

라고 하면  는 노출제한 방법이 적용된 공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러한 가정하에서 -차등 정보보호 (-differential privacy)는 다음과 같

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   ≤ exp  ×      for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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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차등 정보보호의 기준은 마치 통계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능

도비 (likelihood ratio)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log  
    

≤   for all  ⊆   

위에서 정의된 -차등 정보보호는 공개된 자료에서 하나의 개인 또는 

개체가 제외되어도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가 유의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등 정보보호는 매우 강한 정도의 정보보호를 의미하

며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자료의 크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노출 위험 변

화를 측정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또한 외부 자료의 유무나 가용한 계산능

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다.

Dwork (2006)은 -차등 정보보호의 구현을 위하여 데이타베이스의 

쿼리(query)에 대한 민감도 (sensitivity)를 정의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쿼리를 함수 로 정의한다면 는 쿼리에 대한 결과이다. 

  → 

만약 쿼리의 결과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면          이

다. 이때  는 각 구간에 속하는 도수 (frequency) 또는 상대도수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퀴리  의 민감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과  를 고려하고 두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에 포함된 개체 수의 차

이가 한 개라고 하자.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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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거리 (norm)이며 벡터  의 성분 중 최댓값이다. 

예를 들어 쿼리의 결과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면 민감도는 1 이다

(  ). 그 이유는 개체 한 개가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히스토그램은 첨

가된 개체가 포함된 도수가 한 개 증가하고 나머지 도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민감도의 값은 크지 않지만 쿼리의 종류에 따라 

그 크기가 상한 (upper bound)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쿼리의 민감도가 계산되었을 때 -차등 정보보호를 구현하는 방법은 

쿼리의 결과에 표준편차의 크기가    을 가지는 이중지수분포 

(double exponential distribution; Laplace distribution)에서 생성

된 잡음을 첨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히스토그램에 잡음을 첨가할 경

우 이중지수분포에서 발생된   개의 독립인 잡음들        을 각 

도수에 첨가하는 것이다.

histogram output = 

             

이러한 결과는 만약 의 값이 이중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차등 정보보호의 기준에 계산하면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잡음첨

가 방법은 모든 쿼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쿼리의 결

과가 문자열, 그림 등이라면 잡음첨가를 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을 사용

해야 한다. Nissim 등 (2007)은 -차등 정보보호가 너무 강한 기준이므

로 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차등 정보보호 (  -differential pri-

vacy) 기준을 제안하였다.

  ∊   ≤ exp  ×      for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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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정보보호의 개념은 원격접속을 통하여 자료의 요약 통계를 제

공해주는 통계분석 서버에 적합한 개념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개된 마

이크로데이터와 외부자료를 이용한 연결을 통하여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

과는 다른 조건에 더 적합하다. 사실상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노출제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자료 자체의 특

성, 가용한 외부 정보, 자료 공격자의 성향, 자료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한번 자료가 공개되면 수정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통계분석 서버를 제공하는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보다는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작았다. 하지만 제공 항목이 다양해지

고 제공 서비스가 증가하면 자료 공격자가 계획된 쿼리를 지속적으로 사

용하여 정보 노출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계획된 쿼리가 지능화하거

나 자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정유출이나 모형유출

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차등 정보보호는 노출위험

을 수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

로 이를 구현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라. 차등 정보보호의 예제: 쿼리 공격 

자료 연계에 대한 정보보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때 언급하였듯이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자료를 암호화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

한 경우에도 이용자는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민감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

다. 예를 들어 문자열이 해쉬코드로 암호화 되었더라도 자료에 대한 도수

분포를 구할 수 있을 경우(frequency attack)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민감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차등 정보보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료분석 서버환경 하에서 이용자가 계획된 쿼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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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query attack).    

여기서는 자료분석 서버에서 전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램(histogram) 분석만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획된 쿼리

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원자료를 복원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해보기로 한

다. 더 나아가 자료분석 서버가 이용자에게 히스토그램을 제공할 때 

-차등 정보보호 방법을 적용하면 퀴리 공격을 실행하더라고 이용자가 

원자료를 복원할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한다.

           〔그림 6-5〕 30개의 월급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램

먼저 다음과 같은 30개의 원자료(예를 들어 어떤 회사 30명 직원 월급: 

단위 백만원)를 이용자가 자료분석 서버에서 분석한다고 가정하자. 30개

의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그림 6-3]과 같다.

히스토그램은 이용자가 위와 같은 그림으로 볼 수 있지만 히스토

그램은 실제로 자료의 범위를 나누는 구간의 분할점들(breaks)과 구

간 안에 포함된 자료의 도수(frequency)로 이루어진 객체(object)이

다. 위의 히스토그램은 구간이 6개이므로 구간의 각 분할점들은 7개

이며 6개의 도수로 표현할 수 있다. 30개 월급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

램에서 구간의 분할점들과 도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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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들의 분할점= (0 2 4 6 8 10 12)

구간의 돗수 = (25 15 5 3 1 1)

보통 통계분석 패키지는 이용자가 구간의 개수 또는 분할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에 사용자가 서로 다른 구간이나 분할점을 가진 

많은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도록 자료 분석 서버에 퀴리를 줄 수 있다면 이

용자는 이론적으로 원자료를 복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간이 2개인 히스토그램을 고려해보자. 구간이 2개가 있으

므로 분할점은 3개이고 도수는 2개이다.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분할 점은 

0, 마지막 분할점을 12로 하자.

구간들의 분할점= ( 0    12 )

구간 =   

구간의 돗수 = (   )

이용자가 히스토그램의 중간 분할점  값을 0부터 시작하여 아주 작은 

값  을 더하여(예를 들어  ) 계속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자료의 

값이 속하는 구간이 바뀔 때 히스토그램의 도수가 변화하게 된다.

i f⇒      ⇒      

이러한 경우 히스토그램의 도수가 변화하는 분할값  가 원자료에 

개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2/0.1=120

개의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30개의 원자료를 쉽게 복원할 수 있다.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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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은 경우도 현재의 계산환경이라면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 원자료

를 유사한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퀴리공격을 이용한 정보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차등 정보보호 방법이다.  히스토그램에서 -차등 정보보호방법을 적

용하는 방법은 먼저  값을 구하는 것인데 히스토그램은 주어진 구간에 

대한 자료의 도수를 주는 함수이므로    이다.  주어진 의 기준을 

정하고 (예제에서는   ) 그에 따라 모수가 설정된 이중지수분포에서

(예제에서는 표준편차가인 이중지수분포;      )에

서 난수    (random number)를 발생시켜서 정수화한 다음 히스토그

램에 퀴리가 있을 때마다 도수에 더해준다. 

histogram output =            

〔그림 6-6〕 표준편차가 인 이중지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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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정보보호방법은 히스토그램에 대한 퀴리가 발생할 때마다 실제 

도수와는 다른 히스토그램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그림 6-7]과 

같이 제공되는 히스토그램의 도수가 쿼리마다 달라서 그 모양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모집단의 분포의 모양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차등 정보보호방법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분석 서버에 퀴리 공

격을 수행해도 제공되는 히스토그램에 잡음(noise)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원자료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없다.  

〔그림 6-7〕 차등정보 보호방법이 적용된 히스토그램들

  5. 데이터 공개 및 연계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언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 주도 하에(예를 들어 정부 3.0) 국가기관이 보유

한 통계자료를 민간에 공개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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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법령

이 서로 상충하고 부족하여 정책의 진행속도나 민간 부분에서의 성과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는 국가기관 간에는 제한적으로 자료의 체계

적인 연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하고 거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

는데 국한되어 있다(예를 들어, 국세청의 세금자료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 연결, 보험공단의 자료들과 병원 건강검진 등의 의료 기록의 연계). 

 이러한 자료의 연계 작업이 많은 부문에서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

어지려면 통계 자료나 정보를 많이 보유한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 통계

청,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

어 기술과 방법을 민간부문에 전파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선제적으로 자

료를 결합하고 이용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 국민들이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분야에서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고 국

민 경제발전, 복지 확대 등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자료의 연계를 국가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

인번호와 같은 매우 강력한 고유식별정보가 있고 많은 경우 자료의 연계

나 공유가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교한 연계 방법이나 강력

한 정보보호 방법의 적용이 등한시 될 수 있다.  현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연결하고 활용하면 향후 변화될 보안 환경에 적

응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정보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

가기관이 개발하고 사용한 방법들을 민간부분에 전파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따라서 향후 여러 분야의 보안 환

경이 엄격하게 변한다는 가정 하에서 국가기관이 자료의 연계나 공유에 

대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면 미래 환경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부분에 좋은 파급효과를 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이나 자료분석 서버의 등장 등 자료의 이용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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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가기

관이 통계시스템을 개발할 때 내부 자료의 연계나 활용에만 국한하지 않

고 유용한 공공자료를 민간에 제공하는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통계시

스템을 구축할 때 시스템의 목표에 민간에게 안전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을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이 필요하

다. 또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각 요소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보호 방법들을 적용해야 한다. 변화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안전

한 통계시스템 구축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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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및 데이터연계방법론 대안 모색

  보건복지분야의 통계 수집 유형을 살펴보면 조사통계가 44종, 보고

통계가 27종, 가공통계가 6종으로, 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

가 57%를 차지하고 있다20).다른 분야의 조사통계까지 합치면 매년 많은 

양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연

구로 활용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각 연구자와 정책입안자의 요구

대로 하나의 데이터에 원하는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기가 쉽지 않다. 연

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다고 해도, 조사대상자의 무응답은 

존재하며,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드는 시간과 예산은 조사의 제약조건이

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샘플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

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상황에 직면한다.             

 또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

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이 대두되면서 정부 및 공

공기관의 행정데이터 공개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의 어려움과 행정데이터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에서 데이터 연계 방법은 기존 조사 및 행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근

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신규통계 생산에 

20)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을 통해 정리. 조사통계는 승인통계
임.(2014년 7월)

결 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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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이용 활성화 및 국가통계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의 측면에서 데이터 연계 방법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데이

터 연계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데이터 연계사례를 통해 데이

터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

양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에 따라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데이터연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터 연계의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연계 유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연계 유형

은 데이터의 특성(조사데이터 vs. 행정데이터), 데이터 연계 방법(정확 매

칭 vs. 통계적 매칭), 연계 기준이 되는 데이터(기준데이터 vs. 연계데이

터)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데이터 연계 방법인 정확 매

칭은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여 동일한 개체를 연결하므로 행정데이터 간

의 연계나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의 연계에 이용될 수 있다. 통계적 매

칭의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체를 찾아 그 

데이터를 결합하므로 고유식별정보가 없는 데이터 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확 매칭과 통계적 매칭 방법의 특징과 매칭절차, 이론

적 배경을 통해 데이터 연계 방법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의한 데이터연계 유형별로 보건복지분야의 실제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확 매칭을 이용한 행정 데이터 간 연계 사례

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은 45개의 공공기관에서 552종의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복지대상 

선정 및 급여 지급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복지행정시스템이다. 기초연

금 선정기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도출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의 자

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확 매칭

을 이용한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 연계사례는 중증장애인등록DB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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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장애인실태조사가 있으며, 정확매칭을 이용한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

터 연계사례는 한국의료패널과 건강보험공단DB가 있다. 통계적 매칭을 

이용한 행정데이터 간 연계활용 가능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환자표본자료와 외래환자표본자료이다. 개인식별번호를 임의로 부여하

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개방·확대

에 따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유형이다. 통계적 매칭을 이용

한 조사데이터 간 연계·활용사례는 5장에서 모의분석한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료패널이 있다. 데이터 연계의 해

외사례로, 정확 매칭과 통계적 매칭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정확 매칭 사례

에서는 정확 매칭을 이용한 행정데이터 간 연계인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보건부의 Blue Martix에 대한 현지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행정데이터로의 접근이 어렵고, 조사데이터에

서도 고유식별정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 

통계적 매칭 방법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4장 통계적 매칭기법

에 따른 simulation에서는 둘 이상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계하기 전에 

통계적 매칭기법들의 성과를 보기위해 다양한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랜덤 

핫덱과 최근접 이웃 핫덱 방법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2012년 한국의

료패널 데이터셋을 임의로 기준파일과 연계파일로 나누고 기준파일의 고

유변수(민간연금/종신보험가입,만성질환유무)와 연계파일의 고유변수(경

제활동유무, 개인별연간소득)를 정의하였다. 기준파일에서 연계파일의 

고유변수를 가리고, 통계적 매칭의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연계파일을 결

합 한 뒤, 통합파일에 대한 신뢰성 검증으로 기준파일에 존재하는 연계파

일의 고유변수 값과  연계된 연계파일의 고유변수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맨하튼 거리함수를 이용한 랜덤 핫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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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가 제일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 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 모의분석에서는 4장에서 제일 좋

은 결과를 보여주었던 맨하튼 거리함수를 이용한 랜덤 핫덱 방법을 사용

하여 두 조사데이터를 연계·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을 연

계한 통합데이터에서는 납세여부와 복지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

여 복지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복지수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집단(납세 Yes /복지혜택 Yes)의 경우,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증세 필요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무

상보육,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초연금 등 최근 몇 년간 확대된 다양한 복

지정책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이 단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계층 이상에 해

당하는 본인 또는 가족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 사용된다

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의

료패널을 연계한 통합데이터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

출 부담 및 건강관련 주요특성을 분석하였다. 소득수준별 가구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배율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자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배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배율은 감

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

질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며, 만성질환자의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

는 비율, 건강만족도, 생활만족도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낮았

다.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자살충동 비율은 만성질

환자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흡연자 비율은 만성질환

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높고,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자의 음주빈

도가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장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과 방법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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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빅데이터 시

대에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적 정의 및 근

거와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료 이용자의 요구에 맞

게 데이터가 분석·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제시하여 개

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확 매칭에 의한 데이터 연계는 정확하게 같은 개체를 연결하여 자료

를 활용하는 경우 단일 자료보다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

가 매우 높지만, 카드정보 유출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 벽이 높아진 지

금, 정확 매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는 않다. 통계적 매칭에 의한 데

이터 연계는 유사한 개체를 연결하여 통합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

문에 통합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존재한다. 두 데이터의 조사시

점 또는 생산시점이 다를 경우, 두 데이터의 모집단 문제, 두 데이터의 모

집단 가중치가 다른 경우, 공통변수 선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통합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통합데

이터의 품질은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 등의 통계 분석을 실시해도 결과

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통합데이터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연계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데이터 품질제고

를 위해 데이터 연계 방법론 대안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이크로 데이터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의 연계 시 현재의 방법론은 개

별 ID 단위별 매칭을 한다. 그러나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의 공통변수와 연

관성이 높은 매칭변수로 매칭시 단일값 대체방식은 추정에 따른 분산이 

큰 단점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연계 방법론 대안으로 여러 변수

들의 속성별로 구간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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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간형으로 표시할 경우 여러 변수들의 다양한 속성별로 대체가 

되는 목표변수의 값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단점 발생하기 때문에 구간

형의 일반형태인 히스토그램 방식으로 매칭 할 필요성이 있다. 

히스토그램 자료는 자료의 관찰영역의 적당한 범주에 대한 빈도 혹은 

확률로 주어진다. 

즉, 일변량 히스토램에 대한 번째 관측 자료 

      ⋯, 여기서, 
 



  이다. 

일반적으로 개의 자료들마다 이러한 구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통 

미리 개의 자료들마다의 공통구간을 정의한다. 이러한 개의 부분구간

(transformed subintervals)들을     ⋯으로 놓으면 

  min,     max  가 되며, 

     

  ⋯이 된다. 

여기서,   min   


(⋅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

/내림 하는 operator임)이다.

공통구간으로 변환된 히스토그램 자료는 

    ′  ⋯  ⋯.
 이고, 여기서, 

 



′  가 됨을 알 수 있다. 한 자료의 평균은 부분

구간의 중앙과 확률을 곱함으로써   
 





   
′으로 주어짐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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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은  


  
 
 



             으로 

주어진다(Billard and Diay, 2006).

두 히스토그램 자료에 대한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의 공식은  다음의 그

림으로 대치하여 설명한다. 〔그림 7-1〕에서 아래 첨자 는 다변량인 경

우에  .(dot)대한 첨자이므로  는 1이다. 주의할 점은 합집합과 교집합으

로 인한 새로운 부분구간들의 확률의 합이 1보다 크거나 작게 되는 경우

인데, 두 히스토그램 자료의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평균과 분산 공식은 

확률들을 척도화(normailzation)하여 계산한다. 

〔그림 7-1〕 두 히스토그램 자료

위 방법을 마이크로데이터 연계에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매칭변수(범주형 가정)들의 조합(예. 성별☓학력☓지역☓정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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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지원대상여부 등)에 따라 대치되는 연속형 변수들을 히스토그

램 방식으로 표현

2. 매칭변수의 조합의 크기를 이라 하면, 개의 히스토그램 자료 획득

3. 각 히스토그램의 평균과 분산 등의 대푯값 계산

위 새로운 방법론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집단을 세분화할수록 이 커진다. 따라서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후 집단

별 평균을 구할 때, 보다 용이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

째로, 분석의 활용성 측면에서, 히스토그램 자료에 대한 군집분석을 적용

하는 경우 집단 간의 히스토그램의 분포에 따른 군집화 분석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한다. 

제2절 정책제언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분야 통계정보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몇 가지 발전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데이터 구축 시 고려사항은 연계대상이 되는 두 데이터 중 어떤 데

이터를 기준파일로 선택 할 것이며 어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할 것인가이

다. 또한, 두 데이터의 매칭변수로 활용될 공통변수 선택에 따라서도 통

합데이터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통계적 매칭방법으로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기본가정에 대한 이

론적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매칭기법 선택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연계할 두 데이터의 표본가중치가 다를 경우에 통합데이터의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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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이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데이터 연계의 

활용가치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정확매칭에서 고유식

별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경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접근, 통계적 방법으로 매스킹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데이터 연계 센터나 가칭 데이터 거래소

를 설립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통계학에 대해 중요한 역

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계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기술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진단하여 정보를 제공하

는데  주목한 시기였다. 데이터 연계는 빅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함께 줄 

수 있어야 한다.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 영역

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활용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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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계(Data linkage) 또는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 : 서

로 다른 복수의 데이터 파일을 결합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기록(record), 개체 식별

(entity resolution), 목표 식별(objective identification), 필드 매칭

(field matching) 등의 개념으로도 사용

기록연계(Record linkage) : 정확매칭이라고도 함. 정확매칭 참고

정확매칭(Exact matching) : 서로 다른 자료에서 동일한 개체(same 

individual, family, event or place)를 결합하는 것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 서로 다른 자료에서 유사한 개체

(similar individual, family, event or place)를 결합하는 것

행정데이터(Administrative data)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

조사데이터(Survey data) :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개체(단

위, unit)의 기록(record)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의미

고유식별정보(Unique identifier)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

는 성명·명칭 등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으로 단일변수일 수도 있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의 조합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음

용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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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Record) : 개별 단위의 기록

기준파일(Base file) : 데이터 연계에서 기준이 되는 파일로 기존파일

(host file) 또는 수용파일(recipient file)이라고도 함 

연계파일(Donor file) : 데이터 연계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

용될 파일

 

통합파일(Matched file) :  데이터 연계 시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이 결

합된 하나의 데이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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