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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트리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한
동적 데이터에 대한 재익명화기법
(Re-anonymization Technique for Dynamic Data Using
Decision Tree Based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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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보안이슈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민감정보
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배포하기 전에 일부를 삭제하거나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익명화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준식별자의 일반화 수준을 계층화하여 익명
화를 수행하는 기존의 방법은 데이터 테이블의 레코드가 추가 또는 삭제되어 k-익명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높은 일반화 수준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는 데
이터의 유용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결정트리 기반의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기존의
익명화방법의 정보손실을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익명화기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민감정보, 익명화, k-익명성, 결정트리, 기계학습

Abstract In recent years, new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are being widely used. And the type and amount of data is dramatically increasing. This makes
security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leakag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a method called anonymization is used to remove personal identification
elements or to substitute the data to some symbols before distributing and sharing the data. However,
the existing method performs anonymization by generalizing the level of quasi-identifier hierarchical.
It requires a higher level of generalization in case where k-anonymity is not satisfied since records
in data table are either added or removed. Loss of information is inevitable from the process, which
is one of the factors hindering the utility of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nonymization
technique using decision tree based machine learning to improve the utility of data by minimizing the
loss of information.
Keywords: sensitive information, anonymization, k-anonymity, decision tree,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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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Attribute

Name

Age

Gender

Zip code

Disease

Amy

27

F

482010

AIDS

Bobby

22

M

482750

cancer

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보안이슈

Carol

37

F

420760

cold

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는 광고를 목

David

39

F

420880

diabetes

1. 서 론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
입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점차 증가하면

Identifier

적으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학

Quasi-Identifier

그림 1 데이터 테이블의 예

교, 정부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민감

Fig. 1 An Example of Data Table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각종 범
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실제로 금융정보와

표 1 데이터 익명화의 예

같은 개인정보를 노린 각종 보안 위협이 꾸준히 늘어나

Table 1 Example of Data Anonymization

는 추세이다.

Age

Gender

Zip code

따라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

20-29

*

482***

AIDS

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배포하기

20-29

*

482***

cancer

전에 일부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

30-39

*

420760

cold

30-39

*

420880

diabetes

는 익명화기법을 사용한다.
한편, 기존의 익명화 방법에서는 데이터의 준식별자에
해당되는 값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일반화
의 수준(level of generalization)을 계층화(hierarchy)하
는 방법으로 익명화를 수행한다. 그러나 기존의 익명화
방법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K-익명성을 만족하지 않
도록 레코드가 추가/삭제된 경우 더 높은 준식별자의
수준으로 익명화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
한 정보의 손실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데이터의 유용
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익명화
기법에 결정트리기반의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정보의 손
실을 최소화하여 익명화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한다.
2장에서는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와 익명화, K-익명
성, 기계학습의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기존
익명화 방법의 문제점과 제안하는 익명화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성능평가를 분석하
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하여 언

표 1은 익명화된 데이터 테이블의 일례이다. 익명화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테이블에서 식별자를 삭제하고 준식
별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치환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
호를 수행한다.
2.2 k-익명성(k-anonymity)
K-익명성은 수집된 데이터 테이블에 익명화를 수행
하여 적어도 k개 이상의 준식별자 속성값들이 동일한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Latanya Sweeney는 [2]에서
K-익명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정의. K-익명성 K-anonymity)
RT(A1, …, An)는 데이터 테이블이고 QIRT는 데이터
테이블 RT의 준식별자(quasi-identifier)일 때, RT가
K-익명성을 만족한다는 뜻은 RT[QIRT]의 모든 기록들
이 적어도 K번 RT[QIRT]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표 2는 k=2를 만족하도록 데이터 테이블을 익명화한
예이다.

급한다.

2. 관련 연구

Disease

표 2 k-익명성의 예(k=2)
Table 2 Example of k-anonymization(k=2)
Age

Gender

Zip code

2.1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

20-29

*

482***

Disease
AIDS

일반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테이블은 그림 1[1]과 같

20-29

*

482***

cancer

이 식별자(identifier), 준식별자(quasi-identifier), 민감

30-39

F

420880

cold

정보(sensitive attribute)로 구성된다. 이름이나 주민등

30-39

F

420880

cold

록번호와 같이 특정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을 식별자라 하며 나이, 성별 등 직접적

2.3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으로 대상을 알 수는 없지만 해당 데이터의 특징을 나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익명화 기

타내는 속성을 준식별자라 한다. 또한 급여, 질병과 같

법으로 준식별자 값의 레코드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이 개인의 민감한 속성을 포함한 데이터를 민감정보라

하는 단계로 일반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트리를 구

한다.

성하여 기계학습에 적용한다. 그림 2는 표 2의 데이터

결정트리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한 동적 데이터에 대한 재익명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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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또한, [4]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군집
화를 적용한 익명화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익명화기
법은 군집화 과정에 휴리스틱(heuristic)을 적용하여 발
생하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k-익명성을 활용하여 정보의 손실
을 최소화하는 익명화기법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지만, 새롭게 추가/삭제되는 데이터의 익명화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익
명화기법들은 데이터가 추가/삭제되어 k-익명성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레코드를 도메인으로 다시 익명
그림 2 익명화된 테이블로 구성한 결정트리
Fig. 2 Decision Tree Consisting of Anonymized Table

화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결정트리를 적용하여 새롭게
추가/삭제되는 동적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익명화기법

테이블을 활용하여 기계학습에 필요한 결정트리를 구성
하는 예이다.

을 제안한다.
준식별자의 일반화 수준을 계층화하여 익명화를 수행

각 노드는 익명화된 준식별자의 레코드값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방법은 데이터 테이블의 레코드가 추가 또

구성되며 같은 트리레벨에는 하나의 준식별자에 대한

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자가 요구하는 k-익명성을 만

데이터들이 나열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결정트리의 리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높은 일반화 수준으로 데이터

프노드(leaf node)의 수는 익명화된 데이터 테이블의 동

를 익명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

질집합의 수와 같다.

의 손실은 불가피하며 이는 데이터의 유용성을 저해하

2.4 결정트리 학습법(Decision Tree Learning)

는 주요 요인이다[5]. 그림 4와 그림 5는 데이터 테이블

결정트리 학습법은 기계학습의 한 종류로, 어떤 항목

의 레코드가 추가/삭제됨에 따라 발생되는 정보손실의

에 대한 관측 값과 목표 값을 연결시켜주는 예측 모델로
써 결정트리를 사용한다. 이는 통계학과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예측 모델링 방법 중 하나이다.

예이다.
그림 4와 같이 데이터 테이블에 추가된 레코드를 k=2
를 만족하도록 익명화하기 위해 두 번째 동질집합의 레
코드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일반화가 적용되었다. 이 과정
에서 우편번호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손실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림 5에서는 데이터 테이블의 레코드가
삭제되면서 수행되는 재익명화 과정에서 다른 레코드들
의 정보가 손실되었다.
위와 같이 재익명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
실은 불가피하다[6].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

그림 3 결정트리 학습법의 예
Fig. 3 An Example of Decision Tree Learning

법으로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과정에 결정트리기반의 기
계학습을 적용한다.
익명화된 데이터를 학습 집단(training set)으로 결정

그림 3은 결정트리 학습법의 예이다. 학습을 위한 기

트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k-익명

존의 데이터로 날씨, 습도, 바람의 세기를 분류기준으로

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화의 수준을 기준으

하여 실외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결정

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안사항은 최적

트리 학습법은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체계를

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제약사항을

구성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그 결과를 쉽

만족해야 한다.

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다.

3.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
[3]에서는 동질집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군집화를 적
용하여 손실되는 정보를 최소화 하는 익명화 기법을 제

조건 1. 결정트리를 구성할 때는 일반화의 계층이 많
이 존재 하는 준식별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조건 2. 데이터의 추가 또는 삭제로 k-익명성을 만족
할 수 없는 경우 결정트리에서 넓이우선탐색을 수행하
여 정보의 손실이 최소가 되는 노드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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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ender

Zip code

20-29

*

482***

Disease
AIDS

20-29

*

482***

cancer

20-29

F

420880

cold

20-29

F

420880

cold

23

F

418000

diabete

Disease

Age

Gender

Zip code

20-29

*

482***

AIDS

20-29

*

482***

cancer

20-29

F

*

cold

20-29

F

*

cold

20-29

F

*

diabete

그림 6 결정트리를 이용한 재익명화
Fig. 6 Re-anonymization Using Decision Tree

그림 4 데이터 추가에 따른 정보손실
Fig. 4 Loss of Information According to Additi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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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화의 계층으로 구성한 분류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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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assification Tree Based on Generalization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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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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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삭제에 따른 정보손실
Fig. 5 Loss of Information According to Data Removal

조건 1과 2를 이용하여 구성된 결정트리를 바탕으로
재익명화가 수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루트노드에 위치할
수록 많은 정보손실이 발생한 준식별자 값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데이터가 결정트리의 어느 노드에 위
치하는지 넓이우선탐색을 수행하여 정보손실을 최소화
하는 노드를 찾는다.
그림 6은 결정트리를 이용하여 재익명화가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익명화된 데이터와 일반화의 수준을
계층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트리를 구성하고, 추가/
삭제되는 데이터의 해당되는 준식별자 값이 조건을 만
족하면 다음 자식노드들을 확인하여 정보손실이 최소화

그림 8 제안하는 익명화 기법의 순서도
Fig. 8 Flowchart of Proposed Anonymization Scheme

되도록 트리노드와 데이터 테이블을 변경하며 익명화를
수행한다.

정보의 손실률은 익명화 하고자 하는 두 데이터의 최

그림 7은 익명화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화의

소공통조상을 찾아 서브트리의 루트노드로 설정하고, 전

계층을 바탕으로 구성한 분류트리이다. 표 1에서 존재하

체트리의 높이를 서브트리의 높이로 나눈 값으로 측정

는 우편번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화의 수준이 낮은

한다[7].

데이터를 리프노드로 하고, 모든 값이 특정 문자로 치환
되어 일반화의 수준이 높은 데이터를 루트노드로 한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익명화 기법의 순서
도이다. 먼저 익명화된 테이블을 바탕으로 결정트리를

결정트리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한 동적 데이터에 대한 재익명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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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레코드의 추가 또는 삭제가 발생하면 주어진
과정에 따라 익명화를 수행한다.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
된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재익명화를 수행할 대상을 선
정하고 결정트리를 기반으로 익명화를 수행한다. 또한
익명화된 테이블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k-익명성을 만족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삭제된
경우에는 먼저 k-익명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레코드가 추가될 때와 마찬가지로 테
이블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익명화를 수행한다.

4. 성능 평가

그림 9 데이터 추가/삭제에 따른 정보손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을 위한 환경은 다음과 같다.
크기가 정해진 익명화된 데이터 테이블에 50개의 레

Fig. 9 Information Loss Ratio According to Data Addition
and Removal

코드가 추가 또는 삭제됨에 따른 기존의 익명화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의 정보의 손실률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측정을 위한 계산방법은 앞서 그림 7을 설명하면서 언
급한 바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익명화 도구로
ARX[8]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Java-ML[9] 라이
브러리를 활용하여 결정트리를 구성하고 익명화모듈에
기계학습을 적용한다.
그림 9는 익명화한 데이터 테이블에 표 3의 환경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기준은 준식별자가 최대로 일반화된 것을 정보의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하며, 일반화 단계의
수만큼 가중치를 달리하여 모든 준식별자의 정보손실을

그림 10 재익명화에 소요되는 실행시간
Fig. 10 Execution Time of Re-anonymization

계산하고 원본 데이터와 비교한다.
데이터의 추가/삭제가 발생한 경우에 익명화에 필요한
k값을 달리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의 익명화기법보
다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

기존의 기법보다 실행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추가/삭제
되는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결정트리를 구성하고 비교하
는 연산의 횟수가 많아지므로 실행시간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었다.
그림 10은 기존의 익명화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이 재

5. 결 론

익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익명화기법에서는 정보의 손

본 논문은 데이터 테이블의 레코드가 추가 또는 삭제

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산을 필요로 하므로,

되어 더 이상 사용자가 요구하는 k-익명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높은 일반화 수준으로 데이터를 익명
화하는 기존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 3 실험 환경

결정트리기반의 기계학습을 적용했다. 4장에서 성능평가

Table 3 Experimental Environment
100 × 6

를 통해 추가/삭제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른

Total Record

99

정보손실을 분석하여 제안하는 익명화 기법의 성능을

Num. of Added Records

10 - 50

Num. of Deleted Records

10 - 50

Table Size

검증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익명화기법은
정보의 손실측면에서는 기존 방법보다 우수하지만, 결정

Total Attribute

6

Num. of Identifier

1

Num. of Q-Identifier

4

하므로 실행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

Num. of Sentitive Attribute

1

산과정을 최적화하여 재익명화에 필요한 실행시간을 개

k-anonymity

k = 2

트리를 구성하고 비교를 위한 추가적인 연산을 필요로

선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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