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공개 데이터의 라이버시 안 성: 진료정보 

통계자료 HIRA-NPS 2011 사례 분석*

김수형
*
, 정연돈

**
, 이기용

***     

*고려 학교 IT융합학과
**고려 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
***
숙명여자 학교 컴퓨터과학부

e-mail:{soohyung, ydchung}@korea.ac.kr, kiyonglee@sookmyung.ac.kr

 

The Privacy Safety of Public Data: A Case Study on 

Medical Statistics HIRA-NPS 2011

Soohyung Kim*, Yon Dohn Chung**, Ki Yong Lee***

*
Dept. of IT Convergence, Korea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       약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많은 기 에서 다양한 목 을 해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

는 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포에 앞서 항상 데이터에 한 라이버시 보호가 고

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 배포되는 많은 데이터는 충분하지 못한 라이버시 보호 과정을 거쳐 배

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라이버시 안 성을 분석한다. 이를 해 

우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배포한 2011년 진료정보 통계자료(HIRA-NPS)를 실험에 사용한다. 분
석을 해 기존에 리 쓰이는 라이버시 보호 모델 k-익명성(k-anonymity)과 l-다양성(l-diversity)을 차

용하여 안 성 단의 척도를 정의한다. 한 실제 데이터에 이 척도를 용하여 라이버시 안 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1. 서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재 마 , 사회 상 

분석,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애 의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Siri)는 사용자와 스마트폰의 화 

기록을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한다. 표

인 검색 엔진 구 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 방문한 페이

지 등을 수집하여 검색 엔진의 성능 향상에 활용한다. 이 

외에도 개인의 의료 정보, 치 정보, 소셜 네트워크 정보 

등이 여러 기 에서 배포되어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

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활용은 항상 라이버시 

유출 가능성을 수반한다. 만약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이 식

별된다면, 그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

한 라이버시 문제를 방지하기 하여, 데이터를 배포하

기 이 에 한 라이버시 보호 기법의 용이 필요하

다[1,2].

그러나 데이터를 배포하는 많은 기 은 단순히 개인을 

구분하는 식별자(주민등록번호, 학번, 사번 등)만을 제거하

여 데이터를 배포하는 등의 충분하지 못한 라이버시 보

호 과정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비디오 스트리  

여 업체 Netfilx사는 추천 시스템의 공모를 해 개인정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o. 2013-022884)

보가 담긴 데이터를 공개하 으나, 일부 개인의 민감한 정

보가 노출되어 집단 소송에 연루된 사례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공개 데이터를 분

석하여 데이터의 라이버시 안 성을 측정한다. 이것은 

데이터를 배포하기 이 에 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여

지를 미리 알아본다는 과, 재 배포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라이버시 안 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한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하여 우리는 라이버시 

보호 모델 k-익명성(k-anonymity)[3]과 l-다양성

(l-diversity)[4]을 차용한다. k와 l값은 각각 ‘k개 이상의 

구별 불가능한 코드’, ‘l 이상의 다양성을 지닌 코드’를 

의미한다. 즉, 이 값들이 클수록 더 높은 수 의 라이버

시가 보장된다. 우리는 실제 공개 데이터의 k값과 l값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라이

버시 안 성을 갖는지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라이버시 안

성을 단하는 척도에 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라이

버시 안 성을 구하는 실험의 방법과 그 결과에 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의 결론을 통하여 논문을 마무

리한다.

2. 라이버시 안 성 단 척도

이 장에서는 데이터의 라이버시 안 성을 측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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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명
도메인 

크기
속성 설명

배경지식 단계 

L1 L2 L3 L4

연령 100 수진자의 연령 ○ ○ ○ ○

성별 3 수진자의 성별 ○ ○ ○ ○

입원도착경로구분 6 도착경로(1:타 기  경유, 2:응 후송, 3:기타) + 입원경로(1:응 실, 2:외래) ○ ○ ○

진료결과구분 6 최종진료일의 환자상태 (계속, 이송, 회송, 사망, 기타, 퇴원) ○ ○ ○

진료과목코드 28 진료과목에 한 코드 ○ ○ ○

수술여부 2 수진자의 수술 여부 ○ ○ ○

최 입원일 365 요양기 에 상병진료를 하여 그달에 최  내원한 년/월/일 ○ ○

요양개시일자 365 수진자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일자, 조제투여일자, 최 내방일자 ○ ○

요양만료일자 365 수진자가 진료 받기를 종료한 일자 ○

요양일수 365 수진자를 진료한 총 일 수 ○

입내원일수 365 수진자가 요양기 에 내원한 일수( 진+재진) ○

주상병 - 주된 상병분류기호
민감한 정보

부상병 - 부상병코드

<표 1> 실험에 활용한 속성

법에 하여 설명한다. 이를 해 먼  몇 가지 배경지식과 

기존 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해 알아본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D의 스키마는 다음과 같

이 QI( 식별자)와 SI(민감한 정보)의 집합으로 표 된다.

D={QI1, QI2, ..., QIn, SI1, SI2, ..., SIm}

여기서 식별자는 데이터에서 개인의 특징을 표 하는 

속성(attribute)  식별자를 제외한 것이다. 나이, 성별, 

우편번호 등이 이에 속한다. 민감한 정보는 밝 지게 되면 

곤란한 개인의 사 인 정보로서, 질병, 개인 인 흥미, 수

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 다룰 라이버시 문

제는 공격자가 식별자들의 조합{QI1, QI2, ..., QIn}을 배

경 지식으로 하여 특정인의 민감한 정보{SI1, SI2, ..., SIm}

를 알아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k-익명성과 l-다양성은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 리 쓰이는 라이버시 보호 모델이다. k-익명성은 

데이터의 임의의 코드가 최소한 k-1개의 다른 코드와 

구별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이 때, 구별되지 않음이란 ‘QI

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k-익명성은 1/k이하의 

라이버시를 유출 확률을 보장한다. l-다양성은 구별되지 

않는 코드 집합에서, 민감한 정보가 l 이상의 다양성을 

가짐을 보장한다. 이는 QI에 의해 코드가 구별되지 않

더라도 민감한 정보의 다양성 부족(lack of diversity)에 

의해 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k-익명성 모델을 

보완한 것으로, 1/l이하의 라이버시 유출 확률을 보장한

다.

우리는 의 두 모델을 라이버시 안 성의 단 기

으로 활용한다. k-익명성과 l-다양성의 목 인 라이버시 

보호를 역으로 활용하면, 해당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라

이버시 안 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데이터를 분

석하여 QI가 동일한 코드를 찾는 방법으로 k값을 구하

고, 그 코드 집합에서 민감한 정보의 다양성을 구하여 l

값을 도출한다. k값과 l값은 각각 1/k, 1/l 이하의 라이

버시 유출 확률을 의미하므로, 값의 크기는 라이버시 보

호 수 과 비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값들을 통해 데이

터의 라이버시 안 성을 악할 수 있다.

3. 실 험

실험을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체 환자 표본 자

료[5]가 사용되었다. 이는 2011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환자의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데이

터이다. 데이터는 4600만 명의 모든 환자 에서 

3%(1,375,843명)의 환자를 층화 추출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체 데이터  환자의 식별자와 질병 정

보(주상병, 부상병)가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 일반테이블을 

사용한다. 데이터의 크기는 약 3.82GB로, 약 2700만개의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는 39개의 속성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  실 으로 QI와 SI로 활용 

가능한 것들만 고려한다. 실험에 활용한 상세 속성 정보는 

표 1과 같다.

체 환자 표본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 단순한 

정보보호 기법이 용되어 있다. 먼 , 개인 식별자인 주

민등록번호가 체키로 암호화되어있다. 따라서 공격자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체키를 통해 동일인을 구별할 수 있

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다. 요양기  고유번호 한 

이와 마찬가지로 암호화되어있다.

실험에서는 평균 k, l값과 k값별 환자의 수를 측정하

다.(l값별 환자의 수는 k의 경우와 유사하여 제외하 다.) 

각 실험은 임의로 가정한 QI 조합에 하여 수행되었으

며, 이 QI의 조합은 공격자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4단

계(L1∼L4)로 나 어 설정하 다. L1의 경우 가장 기본

인 배경지식인 연령, 성별만을 포함하며, L2의 경우 병원 

도착 경로, 진료 과목 등의 보다 자세한 속성을 포함한다. 

L3는 최  입원일 등의 속성을 추가 으로 포함하며, L4

는 총 진료 일수 등을 포함한 가장 자세한 수 의 QI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L4단계에서 공격자가 가지는 배경 지

식의 속성 개수는 총 11개이다. 한편, 속성  주상병과 

부상병은 환자의 질병에 한 것으로, 이 실험에서의 민감

한 속성으로 가정한다.

3.1 평균 k, l값에 의한 라이버시 안 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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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균 k값 평균 l값
구별되는 QI 
조합의 수

L1 6225.53 3145.69 221

L2 51.20 31.40 26870

L3 2.47 2.40 557520

L4 2.30 2.24 598303

<표 2> 배경지식 단계에 따른 평균 k, l, QI 조합의 수

(그림 1) 배경지식 단계 L1일 때 k값, 환자 수, 비율 (그림 2) 배경지식 단계 L2일 때 k값, 환자 수, 비율

(그림 3) 배경지식 단계 L3일 때 k값, 환자 수, 비율 (그림 4) 배경지식 단계 L4일 때 k값, 환자 수, 비율

주어진 4단계의 배경지식 단계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 k값, 평균 l값, 구별되는 QI조합의 수는 표 2와 같다. 

배경지식 단계가 L1일 때 k값과 l값은 각각 약 6226, 3146

이다. 이는 어떤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확률이 

1/6226, 1/3146으로 0에 가까움을 의미하며, L1의 배경지

식을 가진 공격자로부터 데이터의 라이버시가 높은 확

률로 보호됨을 의미한다. 이 때 구별되는 QI 조합의 수를 

보면 221개로, 약 140만 명의 표본 환자가 221개의 조합에 

분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배경지식 단계가 L2일 때, k값

과 l값은 각각 약 51과 31로, 배경지식 단계가 L1일 때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 다. 이 때의 라이버시 유출 확률은 

각각 약 2%, 3% 정도로, 이는 L1 단계보다 약 100배 이

상 증가한 수치이다.

배경지식 단계가 L3, L4일 때 k값과 l값은 격히 감소

하여 공격자가 추측할 수 있는 수 에 이른다. 배경지식 

단계가 L3일 때 k값과 l값은 각각 2.47, 2.40로, 이는 각각 

약 40%, 42%의 확률로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추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배경지식 단계인 L4에서는 

각각 약 43%, 45%의 라이버시 유출 확률을 보인다. 보

호되어야 할 환자의 개인정보인 병명이 약 2가지 정도의 

가시 인 후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에서, 데이터가 갖

는 라이버시 안 성은 상당히 낮다고 단된다.

3.2 k값별 환자의 수에 의한 라이버시 안 성 분석

3.1 에서 다룬 평균 k값이 데이터의 반 인 라이

버시 안 성을 알아보기 한 것이라면, 이 에서는 각 k

값에 해당하는 환자의 수를 통해 환자별 라이버시 안

성을 알아본다. 이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평균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함이다. 를 들어, 데이터의 평균 k값이 

100이라 하더라도 모든 환자의 라이버시 보호 확률이 

1/100인 것은 아니다. 일부 환자는 매우 낮은 k값(1 는 

2)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데이터가 이 환자들에 한 

라이버시 노출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그림 1은 배경지식 단계가 L1일 때 k값 별 환자의 수

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체 환자의 약 99%가 1000 

이상의 k값에 해당하며, 이는 데이터가 L1 단계의 배경지

식을 가진 공격자에 하여 비교  높은 수 의 라이버

시 안 성을 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24명의 환자는 1에

서 9 사이의 작은 k값을 가지며, 이  특히 10명의 환자

는 1의 k값을 가진다. 이는 비록 L1의 낮은 단계의 배경

지식에도 일부 환자의 라이버시는 유출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그림 2는 배경지식 단계 L2에 한 k값 별 환자의 수

와 그 비율이다. 체 환자  85%에 해당하는 환자는 

100 이상의 k값을 가지므로 라이버시 유출에 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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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다. 11%의 환자는 1∼10%의 라이버시 유출 

확률을 의미하는 10∼99 범 의 k값을 가지며, 이 환자들

에 해서도 일정 수 의 라이버시 안 성이 갖춰졌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 범 의 k값을 갖는 환자가 약 

4만 8천여 명 존재하며, 이  1만여 명은 100%의 라이

버시 유출을 의미하는 k값 1을 갖는다. 같은 배경지식 단

계에서 평균 k값이 약 51로 비교  높은 수 의 라이버

시 안 성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부 환자의 

라이버시는  보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L3, L4의 배경지식 단계에 

한 k값 별 환자의 수이다. 이 경우, k값이 1에 해당하는 

환자는 각각 체 환자의 약 24%, 28%로, 실제 수로 환

산하면 각각 약 330만 명, 380만 명이다. 즉, 상당수의 환

자가 라이버시 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1∼9의 k값을 갖는 환자가 각각 체의 75%, 76%

로, 부분의 환자가 라이버시 측면에서 비교  안 하

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3.3 실험 결과 고찰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체 환자 표본 데이터의 라이

버시 안 성을 알아보았다. 동일 조건의 모든 실험에서 k

값보다 l값이 다소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l-다

양성 모델이 k-익명성 모델보다 더 엄격한 라이버시 보

호 기 을 따르기 때문이다. 한, 실험 결과는 공격자의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낮은 라이버시 안 성을 보인다. 

배경지식 단계가 L1에서 L2로 증가할수록 차 낮아지는 

라이버시 안 성은 L3에서 실질 으로 공격 가능한 수

까지 다다른다. 공격자가 L3정도의 배경지식만 확보한

다면 통계 으로 약 25% 환자의 병명을 100%의 확률로 

알아낼 수 있다.

공격자의 배경지식 단계가 낮아 데이터의 평균 인 

라이버시 안 성이 높더라도, 일부 환자의 라이버시 안

성은 여 히 낮다. 비교  낮은 수 의 배경지식 단계인 

L1, L2에서 k값별 환자의 수를 측정했을 때 이와 같은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안 하게 배포하기 해

서는, 반드시 데이터의 라이버시 보호 과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충분한 라이버시 보호 기법이 

용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라이

버시 안 성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기존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척도로 삼아 실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험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 다. 실험의 결과는 별도의 라이

버시 보호 과정 없이 데이터가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의 한 가지 방향은 모집단의 라이버시 안

성 추론이다. 우리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추출된 데이터

를 실험에 사용하 다. 표본이 모집단을 반 하기는 하나, 

실제 모집단에 한 실험 결과는 표본에 한 실험 결과

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상된다. 우리는 향후 연구

에서 도메인의 크기, 속성,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모

집단의 라이버시 안 성을 측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라이버시 보호 기법  일반화

(generalization)기법을 심으로 라이버시 안 성을 분

석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해(anatomy)[6], 분리

(disassociation)[7], 확률(probabilistic)[8] 등의 다양한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척도로 삼는 라이버시 안 성 분

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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