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통계적 접근과 관련 이슈      |  39

1. 들어가며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란 데이터

의 수집(collection), 보급(dissemination, or 

publishing), 기술(technology),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중의 기대(the public expectation of 

privacy), 법적·정치적 쟁점들(the legal and 

political issues)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정보 프

최근 개별 정보 주체의 원자료로 구성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제공하는 국가통계기관이 늘어나는 추세

이다. 이에 따라 공공자료의 활용 범위와 유용성은 대폭 증가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 또한 커졌

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을 선포하였

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활용에 제약이 있고, 자료 활용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도 보호

되면서 자료 활용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원자료에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법을 적용하

는 것이다. 많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는 외부의 다른 자료와 연계될 때 개인정

보 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노출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등

정보보호가 이루어진 자료 및 재현자료는 원자료보다 유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누구나 물리적 

제약 없이 실제 데이터 분석 이전에 시범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개

인정보 비식별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데이터가 수집, 보급되는 과정이 

포괄적이고 투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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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라고도 한다.1) 

프라이버시는 보안(security)과 상호 의존적인 

개념으로,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개인식별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보호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지만, 이들이 관리하

는 목표 대상(target)은 다르다. 먼저 보안은 개

인정보(personal data)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

위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접근, 이

용 및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프라

이버시는 인가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

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따라서 보안 위험(security risk)은 특정

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프라

이버시 위험(privacy risk)은 인가된 사용자가 개

인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본

고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정

보 보호에 관련된 최근 이슈 및 쟁점 그리고 개인

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통계

적 방법론들을 설명하고 그 활용 사례를 소개하

고자 한다. 

<그림 1>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개체

로부터 수집되어 분석 또는 보급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데이터 수집과 보급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수집 과정에서 프

라이버시를 보장하려면 통계기관(curator)이 믿

을 만해야 한다. 보급 과정에서는 프라이버시 침

해가 데이터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다. 프라이버

시를 보호하는 기술을 프라이버시 모형(privacy 

models)이라고 하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프라

이버시 모형들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

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이다. 

1) https://en.wikipedia.org/wiki/Information_privacy에서 2018. 7. 20. 발췌하여 번역함.

그림 1.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자료: Zhu, T., Li, G., Zhu, W., & Yu, P. S. (2017). Differential Privacy and Applications. Springer. p. 3.

Alice

Bob

Cathy

사용자

사용자

개인정보 정보통합

자료수집 자료공개/분석

원자료

제공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통계적 접근과 관련 이슈      |  41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 및 민간기관이 생산해 

내는 수많은 문서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

해 올 연말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

하고 있다. 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이크

로데이터(micro data)의 변수 중 주민번호나 주

소 같은 응답자의 직접적인 식별정보들을 제거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공표 대상이 되는 응답

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응

답자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표 대

상인 특성 변수에 ‘지역·연령·성별·직업·주택 유

형’이 포함되고, ‘A지역·50대·여성·군인·연립 

거주자’라는 특성 변수값의 조합을 가진 사람이 

모집단에서 유일하고 조사에 응했다면 그 레코

드는 노출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박민

정, 권순필, 심규호, 2013). 따라서 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선행적인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유럽의 일반개인

정보보호규정에 제시된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개념들을 짚어 보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

록 자료를 처리하는 통계적 기법들을 활용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2)의 비식별 

조치 기법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2016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이하 GDPR)3)을 선포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

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

다.4) GDPR이 제정된 배경은 EU 지역 내 개인정

보 보호 지침 강화, 개인정보 처리 보호, 개인정

보의 이동 보장 등이며, 이 규정은 EU 모든 회원

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

을 가진다. GDPR이 적용되는 대상은 살아 있는 

자연인의 개인정보이며, 개인정보는 위치정보, 

IP주소 등의 온라인 식별자 정보들을 포함한다. 

GDPR은 민감정보5)를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

로 정의하는데,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에게 명시

적 동의를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GDPR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

뿐 아니라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도 EU에 거주하는 정보 주체에게 재화와 서비

스 제공하거나 EU 내 정보 주체 행동을 모니터

링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므로, 글로벌 정보

기술(IT) 기업들에는 큰 부담일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장악하고 있는 구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7)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3) EU-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4) GDPR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규정임.

5) 민감정보(GDPR 52조)는 인종·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자 또는 생체정보, 건강,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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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페이스북은 지난 5월 GDPR이 발효된 당

일 GDPR 규정을 어기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유에서 유럽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였

다. 만약 GDPR 집행위가 이들이 GDPR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은 연간 전체 매출액

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과징금6)을 내야 한

다. GDPR의 주요 원칙은 적법성(lawfulness),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목적 

제한(purpose limitation), 개인정보 처리 최

소화(data minimisation), 정확성(accuracy), 

보존기한 제한(storage limitation), 무결성 및 

기밀성(integrity & confidentiality), 책임성

(accountability)이다. 

GDPR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그림 1),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법은 크게 가명화

(pseudonymization)와 익명화(anonymization) 

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가명화는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저장될 때 해

당 정보들이 가명화되어 저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며 가명 처리가 된 자료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

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원래의 개인정보를 알

아볼 수 없어야 한다. 한편, 익명화는 개인정보

6)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지불함.

그림 2.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자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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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명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익명

화의 대표적인 기술은 데이터에서 특정한 정보

를 없애는 기법인 데이터 마스킹이다. 마스킹은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정보 손실과 노출 위험의 최적 수준을 객

관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마스킹 기법 외에 차등정보 보호

(differential privacy) 및 재현자료(synthetic 

data)를 중심으로 익명화 처리 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마이크로데이터 정보보호7) 기법

과거의 국가통계기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합산표로 만들어 매크로데이터(macro 

data) 형식으로 자료를 보급하였으나, 매크로데

이터는 모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이 사실상 불가

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별 정보 

주체의 원자료로 구성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직

접 제공하는 국가통계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

며, 이로써 공공자료의 활용 범위와 유용성은 대

표 1. 비식별 조치 방법 예시

처리 기법 예시 세부 기술

가명 처리

(Pseudonymization)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① 휴리스틱 가명화

② 암호화

③ 교환 방법

총계 처리

(Aggregation)

● 임꺽정 180㎝, 홍길동 170㎝, 이콩쥐 160㎝, 김팥쥐 150㎝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660㎝, 평균 키 165㎝

④ 총계 처리

⑤ 부분 총계

⑥ 라운딩

⑦ 재배열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생, 남자
● 개인과 관련된 날짜정보(합격일 등)는 연 단위로 처리

⑧ 식별자 삭제

⑨ 식별자 부분 삭제

⑩ 레코드 삭제

⑪ 식별 요소 전부 삭제

데이터 범주화

(Data Suppression)
●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⑫ 감추기

⑬ 랜덤 라운딩

⑭ 범위 방법

⑮ 제어 라운딩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임의 잡음 추가

 공백과 대체

자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p. 7.

7) 이용희(2013) 그리고 Park과 Kim(2016)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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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증가했지만 개인정보 노출(disclosure)에 대

한 위험 또한 커졌다. 따라서 각국의 통계기관 및 

대학에서는 개별 정보의 노출을 제어하는 방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위해 개발된 통계적 전략들을 설명하고, 이들

의 활용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통계학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자료

에 변형을 가하는 행위를 노출 제한(disclosure 

control/limitation)이라고 한다. 마이크로데이

터를 제공할 때 정보의 손실을 줄이면서 노출 위

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원

자료를 그대로 제공할 경우 정보 손실은 없지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노출 위

험을 줄이기 위해 자료에 변형을 가하면 정보 손

실이 발생하여 자료의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자료의 유용성과 개인정보 노출 위

험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선에서 타협하여 

최적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

를 위해 다양한 통계적·비통계적 접근들이 개발

되어 왔다. 먼저 전통적 개별 정보 보호 전략 중 

하나인 ‘이용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전략’은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 공공정보 제공 기

관이 직접 분석 결과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과 

입출입이 제한된 데이터센터에서만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

리적 규제 전략은 정보 손실 없이 노출 위험을 제

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많고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료에 적절한 변환

을 가하여 식별정보를 숨기는 마스킹 기법8)이 널

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마스킹 기법을 대

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하였다. 그중 차등정

보 보호와 재현자료를 중심으로 개념 및 활용 사

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차등정보 보호

Dwork(2006)는 다음의 예를 통해 한 개체가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Terry Gross는 리투아니아 여자의 평균 키보

다 2인치 작다. 국가별 남녀의 평균 키를 제공하

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Terry Gross의 키는 노출

될 수 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해지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다양한 자료의 연결(matching or linkage)을 통

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추론과 모형을 통해 노출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Dwork(2006)는 한 개체가 전체 자료에 추

가로 포함될 때 증가하는 노출 위험을 ‘차등정보 

보호’라 정의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차등정보 보호란 주

어진 쿼리(query)9)를 한 개체만 차이 나는 두 개

8) 국소 감추기(local suppression), 전반적 재코딩(global recoding), 국소 통합(micro-aggregation), 잡음 추가(noise addi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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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을 때, 결과물의 차이

를 제어하여 해당 개체에 대한 정보 유출을 제한

하는 것이다. 아래는 차등정보 보호의 수학적 정

의를 보여 준다(Park & Kim, 2016).

Dwork(2016)는  를 어떤 랜덤화 함수(randomized function)라고 정의하고, 어떤 두 개의 데이

터베이스 과  간에 오직 한 명의 개인정보만 다르고 다른 개인들의 정보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만약 

모든 경우의 집합 에 대해서 

 

이 성립한다면, 랜덤화 함수 는 -차등정보 보호를 보장한다. 의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강한 수준의 정보 보

호 상태가 보장된다.

9) 쿼리는 질의어(정보 수집에 대한 요청에 쓰이는 컴퓨터 언어)를 의미함(“Query”, 2018).

10) Reiter(2005) 그리고 Reiter와 Raghunathan(2007)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logPr∈
Pr∈ ≤ 

차등정보 보호 기법으로 제어된 자료는 유용

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론적 난도가 다

소 높기 때문에 활용이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구

글에서는 차등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크

롬(Chrome) 사용자들의 ‘예/아니요’에 대한 응

답에 잡음(noise)을 더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은 

‘예/아니요’의 실제 비율이 아닌 비율의 추정량 

및 분산추정량을 분석에 이용한다(Park & Kim, 

2016). 한편, 애플의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

모티콘 사용 현황을 분석해 왔는데, 각 개인이 실

제로 사용한 이모티콘 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

를 포함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등정보 보

호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이용자

의 이모티콘 사용 현황 및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 

나. 재현자료10)(Reiter, 2005; Reiter & 

Raghunathan, 2007)

재현자료는 원자료와 다르지만 원자료와 동일

한 분포를 따르도록 통계적으로 생성한 자료이

다. 재현자료의 기본 아이디어는 표본 조사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다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

처럼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 기법을 바

탕으로 재현 모집단을 여러 세트 작성하여 각 세

트마다 랜덤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들을 배포하

는 것이다. 재현자료의 단점은 모형 및 가정에 지

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추정량에 편차가 크

다는 것인데(Abowd & Woodcock, 2001, pp. 

215-277),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출 위험이 큰 

자료만 선택하여 재현자료를 생성하고 일부 정

보에 대해서만 자료를 대체함으로써 모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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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을 낮추는 방법론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재

현자료는 분포의 추정을 통해 생성된 자료이므

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몇몇 

기관에서는 재현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들에게 원자료를 바

탕으로 분석한 결과와 재현자료를 이용하여 동

일한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알려 주

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사(survey) 자료가 가지는 단점은 응답자들

이 소득 등의 민감한 질문에 무응답 또는 왜곡된 

응답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이 보유하는 

세금 관련 자료를 활용하면 개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인구조사

국(the U.S. Census Bureau)과 코넬대학교 연구

팀은 조사 자료와 과세표준 자료를 결합하여 새

로운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결합된 

원자료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므로 원자료

를 바탕으로 재현자료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개

발하였고, 따라서 원자료 대신 재현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다. 미국의 통근 패턴 재현자료 소개

미국 인구조사국은 재현자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통근 패턴 재

현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구조사국은 다양

한 인구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미국인의 통근 패

그림 3. LEHD의 통근 패턴 데이터 구조 

자료:   Machanavajjhala, A.(2009. 5. 22.) Privacy in Data Publishing.　https://users.cs.duke.edu/~ashwin/pubs/OaklandSecurity_Privacytutorial-

Part%20II.pdf에서 2018. 7. 20. 인출.

Residence
(Sensitive)

Workplace
(Public)

Census Blocks

Worker ID Origin Destination

1223 MD11511 DC22122

1332 MD2123 DC22122

1432 VA11211 DC22122

2345 PA12121 DC24132

1432 PA11122 DC24132

1665 MD1121 DC24132

1244 DC22122 DC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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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commuting pattern)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

고,11) 이에 관련된 자료는 종단면 고용주-가구 

동향 데이터(LEHD: Longitudinal Employer-

Household Dynamics) 프로그램 아래 관리 및 

운영되어 오고 있다. LEHD 자료는 지역 분석 

및 다양한 경제적 의사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데, 

LEHD 산하 ‘OnTheMap’ 프로젝트에서 개인정

보를 보호하기 위해 원자료에 적용한 ‘확률적 재

현자료 생성’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만든 LEHD의 통근 패

턴 데이터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는데, ‘Worker ID’는 각 개체의 식별키, ‘Origin’

은 해당 개체의 거주 지역, ‘Destination’은 개

체의 직장 지역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장 지역

(workplace)은 민감도가 낮은 공공(public)

정보이지만 거주지역(residence)은 민감한

(sensitive) 개인정보이므로 자료를 제공하려면 

비식별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각 직장 지

역에 대해 직장인들의 거주지 분포를 지도에 표

시하면 자료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4>에서 제시하였다. 노란색 점으로 

표시된 직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이 지역 주변에 거주하므로, 거주 지역의 인

구밀도를 나타내는 검은색 점은 노란색 점 주변

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거주 지역

이 직장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거주자의 인구밀

도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다소 멀리 거주하는 사

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LEHD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원자료 대신 재현자료를 생성하여 제공하

고 있는데, <그림 4>에 나타나듯 데이터가 가

진 희박한 특성(sparsity) 때문에 일반적인 재

현자료 생성 방법을 바탕으로 재료를 생성하

면 자료에 더해진 잡음이 자료가 내포한 신호

(signal)를 압도하여 유용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자료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Machanavajjhala, Kifer, Abowd, 

Gehrke와 Vilhube(2008)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케이스들을 도메인으로부터 미리 제거하

여 재현자료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확률적 재현자료 생성 기법이라 부른다. 

Machanavajjhala 등(2008)이 제안한 알고리즘

을 바탕으로 재현자료를 생성한 실험 결과에 따

르면 확률적 재현자료 생성 기법은 자료의 유용

성을 높여 자료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지

만,12) 거주 지역이 직장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인

구밀도가 줄어 재현자료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11) 원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원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재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12) 이때 재현자료와 원자료의 차이가 적을수록 재현자료의 질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음. 



48  |  이달의 초점

보건복지포럼 (2018. 8.)

4. 나가며

EU의 GDPR이 지난 5월에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정부, 산

업,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정

보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활용에 제약이 있

고, 자료 활용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정보 노출 위

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도 보호되면서 

자료 활용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

가 원자료에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법을 적용

하는 것이다. 본고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법

을 중심으로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

해 통계작성기관 입장에서 검토할 만한 시사점

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노출 위험 측정

에 관한 이슈이다. 많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

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역시 외부의 다른 자료와 

연계될 때 개인정보 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에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노출 위험 수준을 평

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에서는 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범위 

설정에서 노출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 작성 방안을 연구 중이다. 마이크로데이터에

는 민감한 변수도 많기 때문에 특정 변수를 제공

했을 때의 개별 노출 위험 정도를 알 수 있다면,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노출 

그림 4. LEHD’s 통근 패턴 데이터 시각화(오른쪽: 원자료, 왼쪽: 재현자료)

자료:   Machanavajjhala, A.(2009. 5. 22.) Privacy in Data Publishing.　https://users.cs.duke.edu/~ashwin/pubs/OaklandSecurity_Privacytutorial-

Part%20II.pdf에서 2018. 7. 20. 인출.

Residence
(Sensitive)

Workplac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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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크지 않도록 항목값을 통합하는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등정보 보호가 이루어진 자료 및 재현

자료는 원자료에 비해 유용성과 정확성이 떨어

지긴 하지만, 누구나 물리적 제약 없이 실제 데이

터 분석 이전에 시범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 비

식별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정보

의 검색과 활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생성된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개인정

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이용

자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

고, 데이터의 수집이나 보존이 아닌 사용에 목적

을 두어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데이터가 수집

되고 보급되는 과정 또한 포괄적이고 투명하도

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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