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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big data from various sources have become increasingly available, easier to access, and are used for various
purposes. In the health sector, collected data from national surveys, cohort studies, health insurance, and disease registries
include sensitive information on individuals. Therefore, strong data protection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This article is an overview of the basic concept and method of de-identification including examples of de-identification in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also discuss the relationship and trade-off between privacy protection and data quality.

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은 최소화하면

들어가는 말

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활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국민 편의, 건강
향상 등)은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 융합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이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동시에 비

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 산업

식별화 된 정보의 활용도는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 3.0

환의 하나로 2016년 6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에 따른 공공정보 개방·공유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조치 가이드라인이 처음 작성 되어 공표되었다[1]. 이에 따라 건강,

창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에 관한 국내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 및 자료 제공

유출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 발

인유전체역학조사업 자료의 비식별화 및 제공 방법 개선점 등을 검

전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

토,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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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료를 제공ㆍ이용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방법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란?

수집자료에 직접적 조치를 하는 방법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는 개인에게서 나온 정보를 지

를 삭제하는 방법, 식별자 대신 가상의 ID를 부여하는 가명처리

칭하며,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식별정보(identifying information)’

(pseudonymization) 방법이 있고, 간접식별자(indirect identifier)라고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식별정보는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

도 불리는 준식별자(quasi-identifier)(연령, 성별, 직업, 조사일 등)를

보는 식별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인 개인정보보호

처리하는 방법에는 일반화(generalizaion), 감추기(suppression), 잡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음추가(noise addition), 하부집단 샘플링(sub-sampling) 등의 방법

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

이 있다[2]. 대규모 건강조사 자료 등의 비식별화에서 주로 사용 될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

수 있는 비식별화 방법에 대한 적용 예시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참조, 사용하는 「의료보험의 이동과 책임

및 안전에 관한 법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에 관한 법률(HIPAA)」프라이버시 규칙에는 개인보건정보의 비식별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de-

처리에 관하여, 세이프하버 방식(the Safe Harbor method)과 전문

identification)란 정보 집합(예 : 환자기록, 보험청구자료 등)에서 식별

가 활용법(Expert Determination Method)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제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특정한 인물과 연결할 수 없도록

시되어 있다[3]. 세이프하버방식은 성명, 사회보장번호, 연락처, IP주

하는 것을 말하며 종종 혼동하여 사용되는 익명처리(anonymization),

소, 지문, 사진, 상세주소 등 18개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변수를 삭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보다 상위의 개념이다[2].

제하는 것이며 전문가 활용법은 전문가가 만든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세이프하버 방식은 적용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

하기는 비교적 쉬우나 이론적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
다[2].

개인정보의 재식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수집한 정보

자료를 제공ㆍ이용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일반 분

에 직접적 조치(변수 삭제, 범주화, 치환, 변형 등)를 하는 방법과 자

양 모형(the Release and Forget model), 데이터 이용 합의서(Data

Table 1. Examples of de-identification techniques
Techniques

Original data

⇨

-

- Name : Hong Gil Dong
- Date : 20161227
- Address : Jong-ro 2 ga

⇨

- Name : Hong * Dong
- Date : 201612*
- Address : Jong-ro * ga

Sub-sampling

(N=10,000)
00001, 00002, 00003, 00004, 00005
~
09996, 09997, 09998, 09999, 10000

⇨

(n=100)
00007, 00345, 00357, 00457, 01238...
~
03345, 05948, 07837, 08394, 09934

Noise Addition

- Age : 55
- Date : 20161227

⇨

- Age : 55 ± 2
- Date : 20161207, 20161027

Generalization

Suppression

-

De-identified data

Age : 47
Age : 93
Job : Nurse
ICD : A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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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Agreement(DUA) model) 모형, 밀실 모형(the Enclave model)

자료에는 모든 조사의 지역정보, 조사일자 정보, 유전체 정보, 민감

이 있다. 일반 분양 모형은 통상적으로 인터넷에 자료를 게시함으로

정보(유소년기 성경험, 성병감염여부, 약물사용여부 등) 등이 해당

써 비식별처리 된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

된다. 제한자료에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데이터센터

으로 일단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기관이 개인정보를 회수하기는 거

나 각 지역 연방 통계연구데이터센터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분석 후

의 불가능하다. 데이터 이용 합의서 모형은 통상적으로 재식별 시

자료를 반출하는 방법과 허가, 부여된 계정으로 원격 시스템에 접속

도, 다른 정보와의 연결, 정보 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사전에 협

하여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영국의 대규모 코호트인

의하여 문서화하거나 인터넷상의 사용자 클릭(click-through) 라이

UK Biobank에서는 연구자에게 자료 제공시 참여자 성명, 국가의료

선스 합의서로 통제하는 방법이다. 밀실모형은 비식별 처리된 개인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ID등을 삭제ㆍ마스킹하고, 직접적

정보 원본 정보의 반출(export)을 제한하는 일종의 밀실(물리적 접

인 주소 대신 위치 참조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며, 날짜정보는 년

근, 네트워크 등이 차단된 분석 환경)을 유지하고, 대신에 유자격 연

월까지, 서술형 응답 문항은 제공하지 않는 등의 비식별화 방법을

구자의 문의, 분석을 허용하고 해당 결과를 응답, 반출할 수 있는 물

적용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코드북, 기본 분포 및 통계수치

리적, 기술적 통제 방법이다[2].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다른 절차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나

한편 다양한 형태의 자료원(의료검사, 의료영상, 유전정보, 생

개인별 연구용 자료는 심의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해당 연구 책임자

물학 자료 등)을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비식

만 접속,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별도 링크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별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는 완벽히 확

[4, 5].

립된 기준과 평가 기법은 없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경우 국가단위 통계 등 일반적
집계자료(macrodata) 등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다운로드 서

국내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별 조사자료(record)인 마이크로데이
터(microdata)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역별 통계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수집자료를 일반 사용자 자료

터에 방문하거나 원격접근서비스를 신청, 이용 후 결과만 반출할 수

(Public-use data)와 제한자료(Restricted data)로 나누어 연구자에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 모두 보험청

게 제공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 자료는 FTP서버를 통해 다운로드

구, 지급관련 자료 등에 개인정보 비식별화(개인식별정보 삭제, 하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제한자료는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후 국가보

부샘플링 등) 방법을 적용한 연구용 DB를 별도 구축 후 일정한 조

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연구데이터센터

건과 기준에 적합한 연구자에 한해 심의 후 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

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한

공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밀실모형에 해당하는 자료분석실을 운

Table 2. Mode of Data Usage and applied de-identification techniques for KoGES(Korean Genome & Epidemiology Study) Dataset
Dataset

De-identification techniques

Mode of Usage

Teaching data

Sub-sampling, suppression, generalization

[Release and Forget model]
Data can be downloaded from KCDC homepage(www.cdc.go.kr)

Data for Provision

Generalization, suppression

[DUA model]
Data can be used after IRB approval, KCDC approval, and DUA

Restricted data

Generalization, suppression
, noise addition

[Enclave model]
Data can be used after IRB approval, KCDC approval, and DUA in a
closed circumstance(export of raw data is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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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cy
protection↓
▪ Data quality↑
▪ Precision↑

▪ Privacy
protection↑
▪ Data quality↓
▪ Precision↓

Data Quality

De-Identifiability

Figure 1. Trade-off between de-identifiability and data quality

영 중이며 연구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접속분석시스템을 개

의 비식별성(de-identifiability)을 높이면 자료의 질이나 연구 결과의

발 또는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비식별성을 낮추면 자료의 질과 정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화 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연구계획

밀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개인식별 가능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제출, 심의 후 자료신청자가 일정한 이용서약 후 다운로드받아 사용

성은 높아지게 된다(Figure 1).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정보 등 참여자 재식별가능성이 있

최근 자료 연계, 분석 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영원히 안전한

는 변수와 자체 민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내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비식별화 방법이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제공 기관이 제공

에 방문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하는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용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

유전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수집자

인, 보완하고 자료 분양 시 자료 성격과 연구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제

료 역시 개인정보 식별위험, 민감 정보 포함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

공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며 이 과

보 비식별화와 자료제공방식 통제 방법을 단독 또는 함께 적용하여

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활용가치와 파생되는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

[Table 2]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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