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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quality status of Health and Welfare division’s standardized log and a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logs analysis to establish the criteria to minimize hazards and control

the quality of log’s institutional details to limit extraction. As a result, extraction condition’s proposed

development direction to adequately assess and control health and welfare abuses privacy control target

log. This improvement over the status and quality of information shared with relation to institutional

work of the log quality characteristics is made possible. In addition,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standards

we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log characteristics. Future research will include

performing continuous analysis and improvement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ogs with integrated control

of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about logs’ quality to proactively target organ.

Therefore, we expect that correcting proactive personal information misuse and leakage is possible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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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는 의료정보, 건강정보,

연금정보, 사회복지정보 등 대부분 민감한 개인정보

로 공공기관 보유량은 약 845억 건[1]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내부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오ㆍ남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0

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

는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전 예방을 위한 관제활동을 추진하였다

[2]. 관제업무 및 활동은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통합

관제시스템과 이에 연계된 대상 기관의 관제시스템 

간의 사전에 정의된 표준화 업무 로그를 분석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결과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표준화 업무 로그는 개인정보처

리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으로써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

로 기록한 것이며 ‘보건복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43개인정보통합관제 로그품질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Fig. 1. Standardization log loaded status. (analysis of institution's common extraction condition applied status).

[3]’에서 정의한 5W1H(육하원칙) 칼럼의 표준화 형

식으로 작성한 로그를 말한다[4]. 따라서 개인정보통

합관제활동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표준 업무 

로그에 대한 품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개인정보통

합관제의 궁극적 목표인 개인정보 유출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5].

본 논문에서는 통합관제 품질 관리의 일환으로 보

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에서 관

제 되고 있는 접속로그의 품질, 즉 표준화 로그에 대

한 품질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별 로그의 특성을 분석

하여 관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추출을 제한시키는 기관의 로그 품질을 상세하게 분

석하였다[6]. 결과적으로 관제 대상 로그의 적정성 

평가 및 보건복지 개인정보 오남용 관제를 위한 추출

조건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8]. 그리고 기관 업무 

특성에 따른 로그 품질의 현황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품질 개선이 가능하였으며  기관별 로그 특성에 따른 

품질 관리 및 점검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에

서 로그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 및 방법

에 대하여 논하고, 3장에서 분석에 대한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로

그 항목별 품질 분석 결과, 로그 식별 비율의 분석을 

통한 기관별 로그 품질 분석 결과, 로그 품질 개선 

방안 적용 사례 순서로 서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로그 품질 분석 및 개선 결과에 대한 성과 및 향후 

연구로 결론을 맺는다.

2. 로그 품질 분석 내용 및 방법

2.1 분석 대상 및 범위

로그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13. 1. 1∼ ’14. 5. 30

동안의 대상기관 8개와 시스템 3개로부터 수집된 업

무 로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관별 로그 

적재 내역 현황은 Fig. 1과 같이 대상기관에 동일하

게 적용하고 있는 주요 추출조건 20개에 영향을 미치

는 로그 항목 및 유효성 항목 13개로 나타난다.

하지만 업무 특성이 서로 다른 처리시스템이 생성

한 로그에 대해 추출조건을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각 추출조건별로 사용하는 

칼럼을 파악하여 현황분석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

하였다[9]. 추촐 조건에서 사용되는 참조 테이블 정

보와 표준화 로그의 특정 칼럼간의 연계성을 고려하

기 위해 Table 1의 공통추출조건(Fig. 1 참조) 20개

에 대한 수집로그와 참조정보 현황을 작성하였다.

2.2 분석 프로세스

개인정보통합관제 로그품질을 분석하기 위한 프

로세스는 Fig. 2와 같이 수립하였다.

로그품질을 분석하는 각 과정에서 대상기관별 접

근 로그의 품질 현황 점검을 실시하였다. 현황 점검

을 위해 기관별 표준 업무 로그의 품질 점검 및 표준 

로그 적재율, 데이터 유효성, 추출조건에 대한 연관

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미 수집된 로그에 대한 현황도 

병행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로그 데이터가 정상적인 



Table 1. Common extraction conditions, the target extraction conditions and Reference Information Analysis Results

No.
Analyzed

days
Reference information table

Quality status

Collection log
Reference
information

1 0～6 Valid serial number, Except for program information Average Bad

2 1 Institution network status Good Bad

3 1 Holiday, Except for program information Average Bad

4 1 Employee Average Bad

5 1 Use Program information Good Bad

6 1 User's daily statistics Average Bad

7 0～2 Temporary extraction Average -

8 0～20 Spot search programs, Temporary extraction Average Bad

9 0～2 Holiday information Good Bad

10 0～2 Temporary extraction Good -

11 1 One-time institution information Good Bad

12 0～60 User's daily program, Low frequency Good -

13 0～2

Temporary extraction

Average -

14 0～2 Average -

15 0～2 Average -

16 0～2 Good -

17 1 Domestic IP, Temporary extraction, Overseas IP information Good Good

18 1 Keyword(employee ID list) Good Good

19 1 Employee information Good Good

20 1 Hot issue object Average Good

※ Good : Load rate of the column corresponding to the extraction conditions 100%

Average : 50% < Load rate of the column corresponding to the extraction conditions < 100%

Bad : Load rate of the column corresponding to the extraction conditions < 50%

Fig. 2. Process for analysis of integrated monitoring log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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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amount falling

Extraction amount's increase or decrease slowdown

Fig. 3. Extraction amount limit over log collection.

업무 구간에서 생성된 것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원본 로그 데이터 수와 적재 로그 데이터 수를 

비교한 후 기관별 업무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적재 

기능 모듈을 분석함으로써 정상 업무 구간에서의 로

그 생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리

고 적재 기능 모듈 분석을 위해 수집된 로그 파일을 

적재 테이블에서 표준 로그 칼럼의 여부를 구분하였

고 발생일 존재 여부 및 수집된 로그 파일명에 대한 

발생일의 적정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무

결성 규칙(사원코드, 발생일, 기관코드)을 만족하지 

못한 수집 데이터는 적재하지 않았고 적재하지 못한 

수집 로그의 분석을 위해 임시적으로 별도 수집하였

다. 심층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통합관제 대

상기관에 피드백하고 로그 품질 개선 방안을 협의한 

후 각 기관별 로그 품질 개선 결과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였다.

2.3 분석 방법

로그 품질 현황 분석을 통해 대상기관별 로그 품

질 분석의 기초자료를 쌓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단

계에서 적재량의 변동 및 추출 한계점 분석을 통해 

각 기관별 적용 추출조건 대비 추출량의 기준(한계

점)을 선정, 이후 추출량의 과다 증가 시에 로그 품질

의 변동을 확인하는 정상 품질 구간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각 추출 조건별 한계치의 추출량 점검 

방법으로 365일간의 적재 패턴과 기관별 공통추출조

건을 대상으로 한 추출 패턴이 필요하였고 이는 향후 

누적되는 데이터양에 따라 정밀한 판정기준을 만드

는데 도움이 되었다. 패턴 생성을 위해 2013년 6월에

서 2014년 6월간 약 1년 동안의 로그 적재량에 대한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 패턴

을 1년간 분석하여 각 분기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로그 추출량을 분석

하여 각 추출조건별로 추출량 감소 구간 패턴을 검출

(한계 추출량)하고 로그와 추출조건이 안정적인 상

태를 이루어 과다하게 추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

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추출 로그수와 추출량이 적은 

경우는 표본수가 적어서 평가 자료로써 활용도가 낮

은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하였다(Fig. 3 참조).

8개 기관, 3가지 시스템에 대한 추출조건별 로그

수와 사용자수를 점검하여 최소 추출량에 대한 한계

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11개의 점검 결과 중 ○○기

관의 점검 결과는 Table 2에서 나타냈다.

대상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로그에서 주요 칼럼의 

적재율에 따른 추출량 점검을 위해 표준 로그 칼럼의 

적재 변동치와 추출량을 비교하여 품질의 변동 여부

를 점검하고 추출조건별 최빈값(mode) 주변 구간과 

평균(mean) 추출 구간을 비교해서 추출시점의 품질

을 분석한다. 각 분석 대상 칼럼은 추출량의 변동과 

연계하여 품질을 분석해서 기관별 표준화 로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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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O institution's minimum extraction sizes(limitations) check results

No. Extraction Name Log Count User Count

1 User ID sharing(Same time connected) 321 229

2 Long-term treatment of non-business users 245 238

3 Hot issue object 246 216

4 Non-business hours personal information lookups(intermittent) 178 70

5 Lookup non-business hours only 317 223

6 Lookup non-business hours(exclusive) 892 447

7 Lookup non-business hours(night holiday) 289 171

8 Intermittent use off-hours 901 313

※ Given reference value may be determined by sudden variations in the system, or may be determined to create

an error log.

한 항목별 적재 패턴 그래프를 생성한다.

3.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3.1 대상기관 접근 로그 품질 심층 분석 결과

개인정보통합관제 접근 로그 품질에 대한 심층 분

석 결과는 앞서 Fig. 3에서 나타내었다. 본 사례는 

로그 품질 대비 추출량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관과 

추출조건별 추출에 따른 로그 품질을 진단한 결과이

다. 앞 절의 Fig. 3 그래프에서 보듯이 추출수가 더 

이상 증가·감소하지 않는 패턴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당 기관의 로그 품질 기준(한계)점으로 정하고 로

그 품질의 변화 없이 추출량이 증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용된 추출조건별 추출 한계

점을 찾아내어, 추출 패턴의 증감이 없는 지점이 해

당 기관의 로그 품질 한계점이 되어 추출 한계점에 

대한 표준화 칼럼의 기준 품질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추출 한계점이 선정됨으로써 추출 조건의 적

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10]. 그 

이유는 추출량이 기준 패턴 없이 증감을 반복하는 

경우, 추출 패턴을 통해 로그 품질 및 추출조건 적정

성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 대상 기관 및 시스템

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추출조건을 적용하

여 연간 추출 패턴을 생성하였고 분석 대상 기간의 

표준 로그 품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관별 추출 

패턴 및 로그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

하였다. 다음 Fig. 4는 ○○기관의 추출조건에서 사

용하는 주요 항목(칼럼)과 Fig. 5는 구간별(주별/연

별) 로그 품질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결과는 대상기

관의 전체 로그 수집 량에 관계없이 사용자수와 사용

자 IP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급격한 로그 내 항목 정보가 변

동 시 로그 품질 이상을 판별할 수 있다[7]. 이 또한 

품질 관리 기준 한계점에 이용된다.

다음 Fig. 5의 그래프에서는 기관의 주간 로그 수

집량을 연간 도수분포를 구하여 각 요일별 로그 수집

량 또는 사용자수가 품질 관리 기준 한계점에 미달되

었을 때 신속하게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수집 및 분석한 패턴이다.

따라서 Fig. 5의 사례와 같이 각 대상기관별 표준

화 로그 칼럼에 대한 적재 변동치 및 추출량을 비교

하고 품질의 변동 여부에 대한 분석(추출조건별 최

빈값(mode) 주변 구간과 평균(mean) 추출 구간을 비

교, 추출시점의 품질 분석)을 진행하면 로그 품질에 

대한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3.2 로그 식별 비율의 분석을 통한 기관별 로그 품질 

분석 결과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의 추출조건은 로그의 

식별성이 로그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식

별성 여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식별 비율

(이하 ‘식별율’)을 측정하기 위해 로그 수 대비 표준 

로그 항목의 기본 연관성 분석 및 표준 로그 항목간

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기본 연관성 분석에 대한 일별 로그 적재 통계 및 

표준 로그 칼럼 항목간의 연관성을 이용한 품질 분석 

결과, 기관별 특성에 따라 Table 3과 같이 데이터 표

본이 구성되었으며 품질의 기준 정보로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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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er count change (b) User IP change

(c) Join_identification number change (d) Search value change

(e) Process division data change (f) Using program data change

Fig. 4. OO institution's connected record details change pattern.

Table 3. Comparison of institutional log count and user count (weekday in 2013.01.01.∼2014.05.30.)

Institution code
History of loaded log count User identification

Avg.
1)

Max. Min.
2)

Avg. Max. Min.

AA 51,877 100,120 22,021 1,885 2,256 1,058

BB 2,098,966 5,725,723 298,839 5,941 10,231 710

CC 62,788 958,034 7,285 7,910 40,678 745

DD 32,048 520,960 3,418 323 618 39

EE 8,007,921 11,693,583 1,064,046 9,318 10,463 2,847

FF 3,875,194 6,649,970 1,113,935 4,203 4,809 1,525

GG 967,949 1,994,542 540,824 9,938 11,844 6,301

HH 726,307 1,853,215 30,456 831 959 100

II 2,419,085 5,181,612 201,039 172 207 37

JJ 5,567,290 11,589,785 574,612 17,084 21,350 303

※ 1), 2) Assign loaded & user count's valid minimum(average number of total log, including the missing log×10%),

recalculate average and then calculate log identification rate

하게 되었다.

기관별 최소 로그 수집양의 기준 목표 값을 주간-

일별 증감률 구간으로 분석하여 로그 품질 오차 범위

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각 로그 칼럼 항

목의(예: 사용자수) 월간-주간 혹은 주간-일별 증감 

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상관계수를 로그 식별

율 측정 기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오차 범위

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표준 로그의 각 항목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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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g collection at Monday (b) Log collection at Tuesday

(c) Log collection at Wednesday (d) Log collection at Thursday

(d) Log collection at Friday

(e) Yearly log collection pattern excluding weekends and OO institution's holidays

Fig. 5. Analysis result of OO institution's piecewise(weekly/yearly) log quality.

Table 4. Identification rate comparison of institutional log count and user count (weekday in 2013.01.01.~2014.05.30.)

Institution code
Log identification rate3)

Avg. use/Avg. load count Max. use/Max. log count Min. use/Min. log count

AA 3.63% 2.25% 4.80%

BB 0.28% 0.18% 0.24%

CC 12.60% 4.25% 10.23%

DD 1.01% 0.12% 1.14%

EE 0.12% 0.09% 0.27%

FF 0.11% 0.07% 0.14%

GG 1.03% 0.59% 1.17%

HH 0.11% 0.05% 0.33%

II 0.01% 0.00% 0.02%

JJ 0.31% 0.18% 0.05%

※ 3) Log identification rate = (user identification count/load log count)×100

터의 연관성 분석은  연간 적재량 및 5W1H에 해당하

는 주요 로그 칼럼의 수집 량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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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er count

(b) Loaded log count

Fig. 6. OO institution log quality.

3.3 로그 품질 개선 방안

개인정보통합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접근 로그 품

질 현황 분석 및 로그 품질 특성별 심층 분석을 수행

한 결과, 로그 데이터의 오류와 품질 개선에 대해 크

게 세 가지 측면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대상기관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으로써 

1) 표준 로그에 대한 기본 규칙(발생일, 기관코드, 담

당자코드 등 필수 수집항목 적재)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 데이터품질에 대한 기관 담당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센터와 품질 향상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3) 기관의 수집로그에 대한 자체 

검토 및 품질 향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4) 시스템

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즉각

적인 공유(품질변동요인 즉시공유)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센터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는 1)각 기관

별 표준 로그에 대한 기본 규칙 준수 여부를 상시적

으로 파악해야 하며, 2）데이터 품질 및 로그 품질을 

위한 로그 수집 시스템에 대한 변경 이 어려운 경우 

센터 및 대상 기관 담당자간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또

한 3)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관제시스템에 대한 변형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4)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추출을 위한 칼럼의 대체 시 그에 대한 영향성을 지

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5) 센터의 통합관제 프로세

스의 지속적 최적화와 개선을 통한 로그 적재의 품질

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6) 대상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일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통합관제 업무 

프로세서의 변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 대상 기관 및 센터의 공동 측면의 개선 

방안은 1) 센터 및 대상 기관 담당자간 공동으로 품

질 향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 대상기관과 센터의 

업무 개선 방안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 3) 대상기관의 수집 시스템과 센터의 관제시스

템 수정을 위한 협의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4 로그 품질 개선 방안 적용 사례

2014년 7월 OO기관의 사용자수 및 로그 적재량의 

변동 추이 점검에 대한 분석 결과(Fig. 6), 로그 수의 

변동 없이 사용자수는 한계점을 넘어서 하락을 보이

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관 담당

자에게 통보하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암호화 모듈의 오류로 인하여 통합관제센터

로 전송해야 하는 로그의 미 생성이 발생하였으며 

7.21∼7.30 10일간의 로그 누락이 확인되어 해당 구

간의 로그를 재 수집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통합관

제에 대한 품질 관리의 일환으로 통합관제의 대상기

관별 특성에 따른 로그품질을 심층 분석하였고 관제 

대상 로그의 적정성 평가 및 보건복지 개인정보 오남

용 관제를 위한 추출조건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관별 로그 특성에 따른 품질 관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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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관제 대상 로그의 품질 하락이

라는 관제 불안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제 품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먼저, 대상 기관의 표준화 업무 로그에 대한 기본

적 규칙 준수를 통해 적재오류를 최소화하고 적재율

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품질 분석 및 대

상기관과의 결과 공유를 통해 품질향상 방안을 상호

간 강구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로그 품질 향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로그 추출률을 질적 측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상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른 로그 품질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향상을 통해 추출조건의 정밀도

를 높이고 오남용 추출로그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품질 기준에 따른 품질 저하 발생 시 

대상기관과 품질 개선에 대한 협의 및 과탐․오탐으

로 인한 불필요한 소명 건을 제외시킬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정보통합관제의 로그 품질

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 선

제적으로 대상 기관에 대한 로그 품질의 현황 배포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또한 다양한 분석 및 개선 사례를 토대로 ‘개인정

보통합관제 로그 품질 관리 모형’ 구축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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