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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기반 서비스에 련된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치기반 앱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기반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차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치정보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서버의 작업 부하를 

일 수 있는 self-Privacy Protection Range (self-PR)을 제안한다. Self-PR은 클라이언트의 조건(ex. 

배터리 상태, 모바일 기기의 성능 등)에 따라 보호 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인 질의처리

가 가능하다. 반면에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self-PR이 증가할수록 서버는 데이터 탐색 경로가 짧아지기 

때문에 작업부하를 일 수 있다.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self-PR 확인하고 질의 결과를 송하

기 때문에 정확한 질의 결과를 송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무선 통신  데이터 통신의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 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는 다양한 산업에 

목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서 주목받고 있다. LBS는 서버

에 의해 취합된 객체(ex. 사람, 식당, 택시 등)의 치를 

정확하게 악하고, 각 객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클라이언

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를 들면,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 뱅킹이나 트

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SNS와 

GPS(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등)가 결합되면서 치 정

보를 기반 한 정보 공유 등의 사업이 각  받고 있다 [3].

   [4]에서 소개한 국내 LBS 응용 서비스 동향을 보면 크

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Information은 주로 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맛집 소개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로 

들 수 있다. Safe & Security는 상 방의 치를 악함

으로써 안 을 보장하는 서비스, 그 밖에 Entertainment, 

Tracking, Commerce, Safe & Security에 LBS 응용 서비

스를 목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 에서 Information과 

Safe & Security에 주목하고 있다. 서버가 객체의 치 

정보를 취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빠른 질의 처리가 가능하다. 를 들

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와 

가격 정보를 찾는다고 가정한다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치를 확인한 후에 객체의 치와 가격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한 치와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서버가 클

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할수록 클라이언트의 

자세한 치를 서버에게 제공해야 한다. 에서 언 한 것

처럼 안 과 보안이 취약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치 정보

가 제 3 자에게 노출되어 경우 고나 상업  목 으로 

남용될 수 있다 [5-7]. 그리고 개인의 치뿐만 아니라 가

격정보 는 구매목록 등의 신상 정보도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치정보를 보호하면서 효과

인 질의처리가 가능한 self-PR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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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2.1 공간질의처리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질의처리의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8-10]. 범 질의 처리는 클라이

언트가 설정한 역 내에 존재하는 객체를 검색하는 방법

을 말하며, k-Nearest Neighbor (k-NN) 질의처리는 질의

자를 심으로 가장 가까운 객체 k개를 검색하는 방법이

다. 그 밖에 Reverse NN (RNN), top-kNN 등 다양한 공

간질의처리 연구들이 존재한다. NN질의를 로 들면, 그

림 1은 질의 (질의를 요청한 클라이언트; q)으로부터의 

가장 가까운 객체를 한 개 찾는 제를 보여 다. 그림 1

에서 q로부터 가장 가까운 객체간의 거리는 d1이고 그 객

체는 O2임을 알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가 NN질의 요청 

시 가장 가까운 객체의 O2가 질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다.

그림 1. 공간 질의 처리 (1NN)

2.2 Cloaking 역 설정

치기반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정확한 치를 가지고 

질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서버의 의해 정보가 노출될 경우 

클라이언트의 치가 제 3자에게 제공 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치를 보호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5, 6, 10]. [6]는 벨별 피라미드 구조를 나

타내며, 벨이 증가할 때마다 4h로 격자수가 증가하는 그

리드 기반의 cloaking 역을 설정한다. 기존에 클라이언

트의 집도 높은 장소에서 cloaking을 설정할 경우 클라

이언트의 보호 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치 정보

가 노출될 수 있지만 [6]은 최소의 cloaking 역을 설정

하기 때문에 치 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K-anonymity를 고려한 cloaking 역은 질의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그 외 1명 이상을 포함한 역을 의미한다 

[11]. 그러나 K-anonymity에서 클라이언트 주변에 클라이

언트가 존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K-anonymity에 한 검색 역이 증가하는 단 을 가진

다.

3. 제안기법

   본 논문에서 서버는 요구 기반 환경을 기반으로 클라

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송한다. 클라이언트 보호 역 범

는 클라이언트의 배터리 상태 는 모바일 기기의 성능에 

따라 그 범 를 조 할 수 있다. 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시청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보호 역

은 자신이 치한 반경 10m(실선;d1), 20m( 선;d2)로 설

정한 후 서버에게 질의를 요청한다 (그림 3에서 클라이언

트를 심으로 범 를 설정하 지만 실제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범 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은 self-PR을 용

한 NN질의처리 를 보여 다.

그림 2. self-PR을 이용한 공간질의 처리 (1NN)

   그림 2에서 서버는 클라이언트(q)의 보호 역을 기

으로 가장 가까운 객체를 검색하고, 이 결과 값을 클라이

언트에게 송한다. 그림 2를 보면, C1을 기 으로 

self-PR(실선)을 10m로 설정하고, d1의 반경을 기 으로 

가장 가까운 객체가 O4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elf-PR( 선) 20m일 때 서버는 d2의 반경을 기 으로 가

장 가까운 객체 O3과 d2 반경 내에 존재하는 객체를 포함

하는 객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서버가 클라이언트

의 정확 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d2의 범  내에 존재

하는 객체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 다. 따라서 클라이언

트는 자신의 치 정보를 self-PR만큼 보호 받게 되는 것

이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취합하여 

자신에게 맞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이처럼, 클라이언

트의 조건에 따라 보호 역을 설정할 경우 서버의 작업 

부하와 클라이언트의 개인 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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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치기반 서비스에 련된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

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치기반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차 증가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치정보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서버의 작업 부

하를 일 수 있는 self-PR을 제안하 다. Self-PR은 클

라이언트의 조건에 따라 보호 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

문에 클라이언트 기 에서 이상 인 질의처리가 가능하

다. 그리고 서버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self-PR이 증가할수

록 서버는 데이터의 검색 경로를 이기 때문에 작업부하

를 일 수 있으며, self-PR 확인하고 질의 결과를 송하

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정확한 질의 결과를 송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self-PR의 범  설정에 따른 클라이언트

와 서버의 상 계에 하여 자세히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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