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4차 산업 명 시 의 심에는 데이터가있다. 생활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가는 세상에서정보는 요해

지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통

해 숨겨져 있는 유용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는 병원의 의료, 융 등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수집된 데

이터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라이버

시 노출의 우려가 있다. 라이버시는 구나 그 개념은

알고 있지만 표 인 정의는 없다. 본 논문에서의 정보

라이버시를 데이터 수집 분석시 침해될 수 있는 정

보 유출이라고 정의한다. 라이버시의 침해를 막기

하여 즉,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해 원본 데이터를 수

정하여 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기 때문에 정보의 유틸리티가 떨어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정보 추출이 부정확하거나 는

수정된 데이터 자체가 쓸모없어질 수 있다. 특정 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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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데이터의 유틸리티를

극 화하는 기술로 PPDM (Privacy-Preserving Data

Mining)이 있다. PPDM은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자들 사

이에서 범 한 주목을 받았다. 서로 다른 가정과 조건

하에서 라이버시에 한 기술을 개발했다. PPDM은

라이버시 벨, 데이터 유틸리티, 데이터 복잡성 등 기법

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척도에 을 두어 많은 분야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PDM의 방

법 라이버시와 데이터 유틸리티를 평가하기 한

여러 가지 척도에 하여 분석한다[1-6].

2. 본적  터 마 닝 술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을 통해 의료, 융,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 데이터에서 정보를 발견하는 것과 데이

터 마이닝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KDD(Knowledge Discovery from Data)는 데이터 클리

닝, 데이터 통합, 데이터 수집, 데이터 변형, 데이터 마이

닝, 패턴 평가, 지식 표 의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7]. 본 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단계의 고 인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하여 살펴본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빅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패턴이란 데이터의 부분집합을 설명하는 표

식 는 부분집합에 용할 수 있는 모델로정의된다. 데

이터 마이닝 방법은 패턴 발견 추출이 목 이기 때문

에 패턴인식 기술이 종종 사용된다[8]. 게다가 패턴인식

과 머신러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일한 분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목 은 데이터로부터

측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다. 모델은 지도학습과 비지

도학습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지도학습기법은 트 이닝

집합이 이미 이블 되어있고 테스트집합에서 입력데이

터와 출력데이터 사이의 계가 형성되어 있어 기계가

데이터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델을구성하게 된다.

비지도학습은 이블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계를

찾으려고 하고 트 이닝집합이 사용되지 않는다. 연 규

칙마이닝, 분류,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일반 인 방법들 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도학습이

고 세 번째는 비지도학습이다[6,9].

2.1 연 규칙 마 닝

연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은 데이터 집합의 변수들

사이에서 서로 련 있는 계를 발견하기 해 설계되

었다. 연 성의 형태는 조건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연

규칙은 발생 확률을 가지며 조건을 만족하면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연 규칙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9].

    은 아이템으로 불리는 바이 리 속성

의 집합이고 는 트랜젝션의 데이터베이스이다. 각각

트랜잭션 는 공집합이 아닌 아이템 집합이고,  ⊆ 

이다. 와 가 공집합이 아니며, 의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즉  ⊂ 이고,  ⊂ 이며  ≠ ∅이다.

⇒ 형식을 연 규칙으로 나타낸다. 연 규칙은 최

소 지지도(support)와 최소 신뢰도(confidence)로 구성되

어 있다. 규칙의 지지도는 에서 와 가 동시에 발

생한 확률이다.

support⇒   ∩

규칙의신뢰도는 에서 가발생한후에 가발생

한 확률이다.

confidence⇒   

지지도와 신뢰도 척도를 사용하여 연 규칙 마이닝은

다음 두 단계를 실행한다[9].

1) 에서 모든 아이템 집합에서 주어진 최소 지지도

의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템 집합을 찾는다.

2) 1에서찾은 아이템 집합으로부터 미리주어진 최소

신뢰도의 임계값 만족하는 아이템 집합을 찾는다.

2.2 류

분류는지도학습문제이다. 분류기는 알려지지 않은 데

이터에 클래스 라벨을 식별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분

류기는 트 이닝 집합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다[9]. 분류에는 두 단계의 근 문제가 있

다. 트 이닝과 분류 단계이다. 먼 클래스를 잘 분류하

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다. 직 으로 함수의 매핑은

수학 인 계산, 분류규칙, 결정트리에 의해 나타낼 수 있

다[9].

매핑함수를 가지면 분류단계에 속성을 분류할 수 있

다. 분류기를 평가하기 해서 정확하게 분류한 확률인

정확도를 계산한다. 트 이닝 집합은 사용될 수 없으므

로 최 의 정확도의 추정하기 해 테스트 집합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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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2.3 집

군집화 는 군집분석은데이터의 그룹화의 과정이다.

각각의 군집들은 라벨이 없는 클래스로이루어지고 군집

화는 자동 분류로 나타내어진다. 군집은 비지도학습이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계를 발견할

수 있다. 군집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기반으로 한다[9].

•분할기 : 군집은 계층 으로 생성되거나 모든 군

집이 동일한 벨 일 수 있다.

•분리 : 군집은 겹치거나 혹은 겹쳐지지 않을 수 있

고, 겹치는 경우 객체들은 많은 군집에속할수 있는

반면 겹쳐지지 않는 경우 군집은 상호 배타 이다.

•유사도 측정 : 객체들 사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거리

기반 는 연결 기반으로 측정한다.

•군집 공간 : 체 데이터 공간 는 정확성을 해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하여 차원을 인 부분 공간

에서 군집을 찾을 수 있다.

3. 프라 버시  터마 닝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여러 응용에

용된다. 이러한 기술을 다루다 보면 개인의 민감한 데이

터를 공개할 때가 있다. 즉 개인의 정보 노출에 한 우

려를 야기한다. PPDM 기술은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막

으면서 동시에 큰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개

발됬다[1,5,6,10,11]. PPDM의 주요 과정은 라이버시 보

존을 해 오리지 데이터의 일부를제거하거나 수정한

다. 데이터의 유틸리티와 라이버시 벨 사이의 균형

유지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PPDM 방법은 효과

인 마이닝을 통하여 데이터의 유틸리티는 최 화하면서

한 라이버시 벨을 보장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PPDM은 다음과 같이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공개 단

계, 마이닝 결과 단계로 나 어 서술할 수 있다.

3.1 터 수집시 프라 버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개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한

다. 데이터의 라이버시를 보존하기 하여 원본 데이

터에 랜덤 값을 추가하는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다. 라

이버시 노출을 막기 해서 원본 데이터는 장할 수 없

고 변형된 과정을 사용한다. 결과 으로 랜덤화는 개개

인에 각각의 값으로 수행된다. 랜덤화 방법에는 가장 많

이 알려진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1,12]. 데

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재 복원할 수 있지만 여 히 원본의 값은 알 수 없다. 데

이터 마이닝의 랜덤화 단계는 데이터 수집시 랜덤화, 분

포 재구성, 재구성된 데이터의 마이닝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수집가는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즉 노이즈분포를 가지고 분포재구성에사용된다. Table

1은노이즈추가방식에 한설명 장단 을정리하 다.

Randomization
Method

Additive Noise Multiplicative Noise

Description

Data is randomized with a known statistical
distribution.

adding noise multiplying noise

Advantage

Performs independently for each captured value.
Preserves statistical properties after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distribution.

More effective than
additive noise at
preserving privacy, since
the reconstruction is more
difficult.

Disadvantage
Masking extreme values require great quantities
of noise, severely degrading data utility.

Table 1. Randomization Method

3.2 터 공개시 프라 버시

데이터 유 는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공개될 때 민감

한 정보의 노출 없이 데이터가 분석되길 바란다. 따라서

데이터 공개 시 라이버시 보존은 수집된 데이터를 공

개하기 에 코드를 익명화하는것이다. PPDM에서데

이터 공개는 PPDP(Privacy-Preserving Data Publishing)

라고 알려져 있다. PPDP는 데이터에서 유 를 바로 식

별할 수 있는 명백한 속성을 제거하고, 식별자와 민감

한 속성은 제거하지 않는다. 식별자란 민감한 속성도

아니고 유 의 명백한 속성도 아니지만 외부 다른 데이

터와 조합했을 때 코드의 유 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속성이다. 외부 데이터와 조합하여 유 를 식

별할 수 있는 공격을 속성연결 공격이라 한다. 민감한 속

성은 개인의 구체 인 속성을 나타내고 이는 비공개되어

야 하고 개인과 연결되어서도 안된다. 2002년 Sweeney

논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87%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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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외부 데이터와 조합했을 때 개인이 재 식별화됨을

보 다[13]. 이 논문에서 시사하는 바는 데이터 공개 시

명백한 속성을 제거한다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Aggarwal은 익명

화 알고리즘의 요 핵심을 민감 속성이 아닌 식별자

로 꼽았다[1,13-15].

데이터베이스에서 코드의 익명화는 다양한 라이

버시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버시 모델은 코드

소유자의 식별을 보존하기 해 하나 는 여러 연산을

조합하여 용한다.

•일반화(generalization): 더 일반화된 값으로 체하

는 것으로 숫자 데이터의 경우 구간으로 정의하고,

카테고리컬 속성은 트리의 계층 구조에 의해

체된다.

•범주화(suppression): 정보 노출을 막기 해 일부

속성값을 제거한다. 이 연산은 한 행이나 열을 수

정할 수 있다.

•분리화(Anatomization): 식별자와 민감 속성의

연결을더 어렵게 하기 해서 두 속성을 분리한 테

이블에서 식별자와 민감 속성의 연 성을 막는다.

•섭동(perturbation): 동일한 확률 정보를 가지는

변형된 값에 하여 오리지 데이터를 체한다.

로 랜덤화 방법이 있다. 데이터 교환과 변형 데이

터 일반화 방법도 포함된다. 데이터 교환은 민감한

속성을 코드 연결을 막기 해 다른 데이터 집합

과 교환하는 것이고 변형 데이터 일반화는 통계

모델로 원본 데이터를 변형하고 모델로부터 변형

값을 얻게 된다.

이런 연산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버시 모델들은 다

음과 같다. 이 에서 가장 잘 알려진 라이버시 모델은

-익명성 모델로 Samarati와 Sweeney가 제안하 다

[13].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격할 수 있는 코드 연

결 공격을 막기 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핵심 개념은

임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자에 한하나의 코

드와 나머지 -1개의 코드들을 서로 구별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집합을 -익명성이라고 한다.

구별할 수 없는  코드의 집합을 동치류라고 한다[1].

-익명성 모델에서는 값이 라이버시의 척도가 된다.

값이 높을수록 코드가 재 식별되기 어렵지만, 값이

증가하면 높은 수 의 일반화가 발생하기때문에 데이터

의 유틸리티가 감소한다. 이론 으로 -익명성에서 재

식별될 코드의 확률이 1/k이지만, 각 동치류의 민감한

값이 모두동일할경우 100%로개인의 민감한 값이 노출

된다. 이 공격을 속성공격이라고 한다. 속성공격은 민감

한 값의 다양성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공격이다. 민감한

값의 다양성을 추가하여 -익명성의 문제 을 해결하는

-다양성 모델이 제안되었다[14]. -익명성에서 민감한

속성들의 다양성을 l가지로 하여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양성의 값을좀 더구체 으로나타내기 해

서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용한다. -다양성은 동치류 내

에서 민감한 값의 다양성을 증가시켰지만, 체 인 분

포는 고려하지 않았다. 민감한 값이 왜곡되어 분포되어

있을 때 라이버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공격을

비 칭 공격이라고 한다. 한 -다양성은 민감한 값들

사이에 유사도가있을 때 유사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감한 값을 알 수 없지만 값들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

여 공격자는 충분히 민감한 값을 상할 수 있다. 의

공격들을 막기 해 Li는 -근 성 모델을 제안하 다

[15]. 동치류의 민감한 값의 분포와 원본의 분포를 임계

값 로 제한한다. -근 성의 원리는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거리함수에 의존한다. 일반 인 거리함

수는 variational distance, Kullback-Leibler distance,

Earth Mover’s distance 이다.

-익명성, -다양성, -근 성 라이버시 모델은 모

든 코드를 같은 조건으로 일반화하여 라이버시를 보

호한다[1,13-15]. 그러나 이상 으로 데이터 소유자는 자

신의 코드에 필요한 라이버시 벨을 지정할 수 있

다. 의 라이버시 모델은 과다한 라이버시 제어를

통하여 데이터 마이닝 결과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과

다한 라이버시 제어를 해결하기 해 xiao와 Tao는 각

각의 개인마다 라이버시 벨을 정의하는 개인 라이

버시 개념을 제시하 다[16]. 목 은 개인별 라이버시

를 설정하면서 최 한의 유틸리티를 보존하는 것이다.

개인 라이버시는 민감한 값의 트리를 생성하여 코드

소유자가 보호 노드를 정의하게 된다.

부분의 개인 정보보호 모델은 코드 소유자의 신

원을 보호하거나 익명화된 코드에서 민감한 값의 추론

을 보호하려고 한다. 부분 모델들은 코드의 존재가

소유자의 라이버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는 측정하

지 않는다. 즉, 소유자의 존재로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Dwork은 개인의 코드 존재 여부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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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라이버시 공개의 차이를 측정하기 해 차분

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17]. 단일 코드가 데이

터세트에 한 분석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

하는 라이버시 모델이다. 강력하고 공식 인 라이버

시 개념이지만 차분 라이버시에는 엡실론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몇가지 제한 이 있다. 재 차분 라이버시

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3 터 마 닝 결과 프라 버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의 결과는 원본 데이터에 직

으로 근하지 않아도 극단 으로 드러난다. 공격자

는 쿼리를 통해 원본 데이터에 한 요한 정보를 추측

할 수 있다.

•연 규칙숨기기(Association Rule Hiding) – 연

규칙 데이터 마이닝에서 일부 규칙은 개인 는 개

인의 집합에 한 개인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다. 연 규칙 숨기기는 민감하지 않은 규칙은 모

두 밝 내고 민감한 규칙은 숨기는 라이버시 보

호 기술이다. 최 이 아닌 솔루션은 민감한 규칙이

숨겨진방식으로데이터 항복을 혼란시키지만, 처리

과정에서 상당수의 민감하지 않은 규칙을 잘못 숨

길 수 있다[1,18].

•분류기 효율성 감소(Downgrading Classifier

Effectiveness) – 분류기는 공격자에게 사용자의

정보를 출 시킬 수 있다. 로 코드가 트 이닝

데이터 집합에 있는지를 공격자가 단하는 멤버십

추론공격이 있다. 분류기의 라이버시를 보존하기

해서분류기의 정확도를 낮추는 기술이 사용된다.

일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분류기는 연 규칙 마

이닝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 규칙 숨기기 방

법이 용되어 분류기의 효율성을 낮춘다[10].

•질의 감사 추론 제어(Query Auditing and

Inference Control) –엔티티가 원본 데이터 집합에

한 근을 제공하여 데이터에 한 통계 질의

만허용할 수있다. 사용자는개별 는 그룹 코드

가 아닌 데이터 집합의 집계 데이터만 질의 할 수

있다[10]. 그러나 일부 질의는 여 히 개인정보를

나타낸다. 질의 감사에는 두 가지 근방식이 있다.

원본데이터 는 질의의 출력값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인 질의 추론제어와 하나 는 그 이상의 질의

가 일련의 질의로부터 거부되는 질의감사가 있다.

질의 감사 추론제어 기술은 상황에 따라 통계 데

이터베이스 보안에서 범 하게 연구되고 있다.

의 방법들은 어떤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지에 따

라 향을 받는다. 애 리 이션 자체가 다운그 이드

되거나 데이터에 한 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이버시와 유틸리티 사이의 충이 항상 존재

한다.

4. 프라 버시  틸리티 측정

라이버시에 한 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라이

버시를 정량화하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PPDM 에서

몇 가지 척도가 제안되었다. 라이버시 에서 데이

터 공개 시 얼마나 안 한지를 측정하는 라이버시

벨 측정과 유틸리티 에서 공개된 데이터에서 정보의

손실량을 측정하는 척도와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술에

하여 효율성과 확장성을 측정하는 복잡성 척도가 있다

[6].

4.1 프라 버시 측정

PPDM의 목 은 데이터 유용성을 최 화하면서 일정

수 의 라이버시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이버시 벨

은 가능한 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얼마나 안 한지를 나

타낸다. 라이버시 벨 측정은 데이터 라이버시 측

정과 결과에 한 라이버시 측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데이터 라이버시 측정은 라이버시 보존 방법을 용

한 결과 변형된 데이터로부터 원본 데이터의 민감한 정

보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하고, 결과 라이버시

척도는 데이터 마이닝 결과가 원본 데이터에 한 정보

를 얼마나 주는지 측정한다.

Confidence Level은 랜덤화 데이터에 해 원본 데이

터를 얼마나 잘 추정했는지 측정하는 척도이다[19]. 이

척도는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해 Average Conditional

Entropy가 제안되었다. 곱셈 노이즈 랜덤화에서는 라

이버시를 측정하기 해 원본과 섭동된 데이터 사이의

Variance을 사용한다. Variance의 비율에 따라 원본 값

을 얼마나 정확히 추정하 는지 나타낸다.

데이터 공개 라이버시에서 -익명성, -다양성, -

근 성 -DP 모델이 제시되었다[13-15,17]. 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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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각각의 변수 ,, ,가 라이버시 벨에 해 제한

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 기 은 해당하는 모델에

만 특화되어 있어 활용 범 가 좁다.

결과 라이버시 척도는 라이버시와 정보 발견 사

이의 균형을 측정하는 HF(Hidden failure)가 있다. HF는

라이버시 보존 방법을 가지고 숨겨진 민감한 패턴과

원본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민감한 패턴 사이의 비율로

정의된다[20].

  

 ′

′과 는 변형된 데이터집합과 원본 데이터집합이

고,   는 민감한 패턴의 개수이다. HF=0이면 모든

민감한 패턴이 숨겨지면서 더 많은 민감하지 않은 정보

가 손실될 수 있다. 이 척도는 패턴 인식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서 사용될 수 있다. HF는 라이버시 벨만측정

하고 손실된 정보의 양에 해서는 측정하지 않는다.

Table 2는 라이버시 벨 척도를 정리하 다.

Data Metrics Results Metrics

- Confidence Level
- Average Conditional Entropy
- Variance
- Privacy Model Specific(K,L,T)

- Hidden Failure

Table 2. Privacy Level Metrics

4.2 틸리티 측정

라이버시를 보존하는 기술은 데이터의 유틸리티를

떨어트린다. 데이터 유틸리티 척도는 데이터의 손실을

계산하려고 한다[2]. 일반 인 측정으로 원본 데이터와

변환된 데이터의 결과를 비교한다. 데이터 유틸리티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한 매개변수가 측정된다. 원

본 데이터와 변형된 데이터가 얼마나가까운지 측정하는

정확도가 있고, 라이버시 벨 척도와 마찬가지로 데

이터 유틸리티 과 데이터 마이닝 결과에 한 유틸

리티를 측정하는 이 있다. Table 3은 유틸리티 척도

를 정리하 다. 익명화와 억제 기법에서 MD(Minimal

Distortion)와 LM(Loss Metric) ILOSS(Information

Loss) 척도가 있다. MD는 값이 상 값으로 생성될 때마

다 카운터가 증가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값이 높을수록

데이 터가 더 일반화되고 결과 으로 많은 정보가 손실

된다. LM과 ILOSS 측정은 분류트리의원본리 노드의

총 수를 고려하여 모든 코드에 한 평균 정보손실을

측정한다. ILOSS는 평균에 하여 속성마다 다른 가

치를 용한다. 동일한 클래스 알고리즘일 경우엔 DM으

로 측정한다. 이 척도는 일반화로 인해 주어진 코드와

동일한 코드 수를 측정한다. 값이 더 높을수록 더많은

정보 손실이 있다.

재구성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함으로써 유틸리티

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재구성된 분포와 원본 분포를

비교하여 정보손실을 측정한다. 정보손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Ω



 는 원본 도함수이고  는 재구성된

도함수이다.

결과의 유틸리티를 측정하기 한 측정 기 은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

은 변형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의 각각의 마이닝 결

과 비교를 기반으로 한다. 패턴인식 알고리즘의 결과에

서 데이터 유틸리티 손실을 측정하는 측정 기 은

MC(Misses Cost)와 AP(Artifactual Patterns)이다[20].

MC는 다음과 같이 잘못 숨겨진 패턴 수를 측정한다.

  

  ′

 는 데이터베이스 에서 발견된 비 제한

패턴의 수를 의미한다.

AP는 원본 데이터 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에

서 새로 생성된 패턴을 측정한다. 다음 방정식은 AP 척

도를 정의한다.

  ′

′  ∩ ′

와 ′은 와 ′에속하는모든 패턴의 집합이다.

 는 카디 리티를 나타낸다.

클러스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ME(Misclassification

Error)가 있다. ME는 왜곡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분류

Data Metrics Results Metrics

- Minimal Distortion
- Loss Metric
- Information Loss
- Discernibility Metric

- Misses Cost
- Artifactual Patterns
- Misclassification Error

Table 3. Data Quality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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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의 백분율을 측정한다. 즉, 동일

한 클러스터 안에서 원본 데이터 생 데이터로 그룹

화되지 않은 포인트 개수이다. ME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은 데이터베이스의 총 포인트 개수이고, 는 클러

스터의 개수,  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번째 클러스터의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이다.

분류와 클러스터에 한 결과의 유틸리티를 평가하기

한 추가 인 측정기 과 데이터 마이닝결과의 유틸리

티 측정을 한 일반 인 정량 근법도 있다[2,20,21].

4.3 계산 복  측정

PPDM 기술의 복잡성은 부분 구 된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확장성에 련이 있다. 효율성을 측정하기

해 시공간과 같은 특정 리소스 사용에 한 척도를 사용

할 수 있다. 시간은 CPU 시간 는 계산 비용으로 측정

할 수 있고, 공간은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메모

리양을 정량화할 수 있다. 분산 컴퓨 에서 시간이나 교

환된 메시지 수와 통신비용 등을 측정할 수 있다[21].

확장성은 데이터양이 증가할 때 기술이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를 나타낸다. 분산 계산에서는 입력이 늘

어나면 통신량이 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PPDM 알고리즘은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

다. 확장성은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로드를 주기 때문에

경험 으로 평가할 수 있다. PPDM알고리즘의 확장가능

성을 테스트 하려면 입력데이터에서 몇 가지 실험을 수

행하여 효율성 손실을 측정한 후 이에 맞게 확장성을 측

정할 수 있다.

5. 결론

병원, 은행, 기업 외 여러 단체에서는 기존에 제공된

서비스를 개선하기 해 끊임없이 데이터를수집하고 활

용한다. 서비스를 해 필요한 데이터들은 민감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라이버시 문제가 발생된다. PPDM

방법은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 데이터에서 정

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PPDM 방법은 데

이터의 수집, 게시, 배포 출력과 같은 데이터 활용 단

계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이러한 기술은 데이터의

라이버시 유틸리티를 평가하는 척도를 분석함으로써

해결된다. 추후 PPDM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버시의 벨을 제어하여 라이버시

보호의 개념을 구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

코드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을 한 라이버시 보존

툴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해서는 이 련된 연구로

personalized privacy가 좋은 출발을 제공하 지만, 구

측면에서 효율성을 얻지 못하여 다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16].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공

격자는 충분한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공격자

의 배경지식을 모델링 하여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

운 라이버시 보호 메커니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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