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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용량의 질의를 요청

함에 따라 많은 질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치 기반 

련 기술 동향을 보면, 모바일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 

범 한 데이터들을 리하게 된다. 그 에서 치 요소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치를 기반으로 한 치기반 

서비스는 범지구 치결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과 이동통신망에 의해 확보된 치정보  디지털화된 

지도를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1-4]. 질의 정보와 치 정보를 혼합한다면 사용자는 정확

하고 다양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더욱 조명 받고 있다. 를 들어 google 

maps, foursquare 등이 LBS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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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G 통신이 상용화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용량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질의수

와 비례하여 서버의 작업 부하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우리는 서버의 작업 부하를 이기 하여 효율 인 스

링 기법을 제안한다.

무선방송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보를 달하는 다

운링크 정보 송만 가능한 1  다 달방식이다[5]. 무선방송

의 특징은 서버 통신 반경 내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가 공

통 이슈(e.g., 교통, 날씨 등)를 기반으로 질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클라이언트의 질의 요청 수와 상 없이 일정한 시간 내에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질의결과를 일 으로 송할 수 있

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송하는 체 방송주기 에서 자

신의 질의와 련된 데이터를 선별 으로 청취하여 질의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의 서버는 자신이 리하는 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송했다[6]. 그러나 서버 입장

에서 모든 정보를 송하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발생할 것이

고, 질의자들은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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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Model of R-Bcast

질의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이 하된다. 

우리의 시스템 모델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 번째, 질

의자는 서버에게 단일 객체만 요청한다고 가정한다. 단일객

체는 주유소, 편의 , 피소, 지역 날씨 등이 있다. 두 번째 

모든 질의자는 서버에게 질의 요청 시 질의의 타입을 한가지

로 고정한다. 질의의 타입은 범  질의, kNN 질의 등을 로 

들을 수 있다.

Fig. 1은 질의자가 서버에 질의를 요청하면 서버가 질의 

결과를 질의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이 서버에게 질의를 요청하면 서버는 모든 질의 내

용을 취합한 후 일 으로 질의자들에게 질의 결과를 송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버가 질의자들의 요청을 주기 으로 확인하게 

되면  다른 작업 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

스템 모델에서는 이러한 작업부하를 최소화하기 하여 질의 

디 토리를 제안한다. 질의 디 토리의 역할은 질의자가 요

청한 익명화 역을 취합하는 것이다. 질의 디 토리가 계산

한 통합된 익명화 역과 질의 내용을 질의 집합이라고 가정

한다. LBS 서버는 질의 집합을 확인하고 일 으로 질의 결

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작업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의 시스템 모델을 이용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특

정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사용자들이 동시 다발 으로 가장 

가까운 피소를 찾고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서버가 질의자

에게 질의를 요청 받지 않고 데이터를 송한다면 지진이 발

생하지 않은 피소까지 송하기 때문에 비효율 일 수 있

다. 따라서 질의자가 요청한 역만을 통합하여 유효 역 내

에 피소만 사용자에게 송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최 의 피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서버는 유효한 피소

들만 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송하는 데이터의 크기

를 일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는 다음과 같다. 

— 서버는 취합된 질의의 결과들 에서 복되는 값을 제

거한 후 일 으로 송하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감

된다.

— 질의 요청 수가 많을수록 질의처리 시간의 효율성이 증

가한다.

— 익명화를 이용한 질의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

의 치가 보호된다.

— 체 방송주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갱신주기가 어들

어 빠른 질의처리가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 연구를 소개

하고, 3장에서 R-Bcast를 설명한 후, 4장에서 R-Bcast와 기존

기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련 연구

공간질의 처리를 한 다양한 인덱싱 구조가 개발 되었다

[5, 7, 8]. Euclidian space를 고려한 BGI(Bitmap lattice index 

in road networks) 기법은 무선 방송 환경에서 연속 인 공

간질의처리를 지원한다[5]. BGI는 그리드 기반의 힐버트 커

를 이용하여 셀 단 로 객체를 분할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

드가 생성된다. 생성된 그리드를 정렬하고 이를 모든 패킷의 

헤더에 셀의 객체 이동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맵 기반의 더티 

그리드 정보를 송한다. 그러나 객체의 이동이 잦을 경우 모

든 셀에 포함된 객체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을 가진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Dynamic 

Strip Indx(DSI)는 사용자 q를 심으로 수직 는 수평으로 

공간을 분할한 형태로 q에 인 한 수직 는 수평 범 를 선

택하여 k-NN(Nearest Neighbor)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하

는 기법이다[7]. 그러나 DSI는 무선 방송 환경을 고려하지 않

았다. 이를 개선하여 Distributed Grid Index(DGI)기법이 제

안되었다. DGI는 무선 방송 환경에서 객체 공간 분포도를 고

려한 인덱스 구조이다[8]. DGI는 BGI처럼 균일하게 그리드를 

분할하지 않고, 객체의 분포에 따라서 그리드를 부분 으로 

분할하여 클라이언트의 질의 검색시간을 인 기법이다. 그

러나 에서 언 한 기법들은 모두 서버가 리하는 모든 객

체를 송해야하므로 송정보의 크기가 증가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2.1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한 공간질의처리

기존의 k-익명화 기법은 익명 서버를 따로 생성한다. 그러

나 3자가 익명 서버를 공격하거나 공모할 경우 클라이언트들

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9]. 이를 방지하

기 하여 2002년도에 IBM에 의해 Hippocratic database의 

의료 기록 데이터 공유에 한 사생활 보호가 꾸 히 연구되

고 있다[10]. 

그러나 익명 서버는 여 히 신뢰할 수 없다고 최근 연구들

에서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익명 서버를 제거하고 사용자가 

직  자신의 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11].

사용자의 치가 아닌 장소를 지정해서 질의를 요청하거

나 자신의 치를 클로킹해서 질의를 요청하는 방법들이 존

재한다[12-14]. 그러나 서버는 질의자가 요청한 범  내에 모

든 객체들을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

고, 사용자는 질의결과의 집합을 송 받기 때문에 통신 비용

과 검색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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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가 직  가상의 더미를 생성하는 연구가 제

안되었다[15-17]. 질의자는 가상의 더미를 생성한 후 자신의 

치와 함께 서버에게 송한다. 서버는 질의자와 더미의 

치를 기 으로 주변에 있는 식당의 정보를 질의자에게 제공

한다. 그러나 재까지 정보보호 기법을 무선방송환경에 

용한 연구는 없다.

3. 제안된 R-Bcast 기법

이 장에서, 우리는 무선방송환경에서 기존 기법을 이용한 

질의처리 과정과 R-Bcast를 이용한 질의처리 과정을 비교하

여 설명한다.

Fig. 2. Example of Existing Broadcast Query 

Processing (F-Bcast)

Fig. 2는 무선방송환경에서 서버(S)가 클라이언트에게 질

의 결과를 로드캐스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서버는 사용자(ui)의 질의 내용을 측하고, 자신이 리하는 

범  내에 객체(oi)들을 로드캐스트한다.

Fig. 2에서 서버는 자신이 리하는 음 된 역(ResT) 내

에서의 모든 객체 정보(OT)를 클라이언트에게 송한다. 이 

경우, 서버 입장에서 송되는 객체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유

효한 객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 반 로 클라이언트 입

장에서는 불필요한 객체가 방송 주기 내에 삽입될 경우 체

인 방송 주기가 증가하게 된다. Figs. 3, 4에서 우리는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R-Bcast를 용한 질의 처리 

과정을 보여 다.

Fig. 3은 R-Bcast를 용한 시스템 구조의 로서 질의 디

토리가 일정한 시간(tn) 동안 사용자의 질의를 취합한다. 질

의를 요청한 질의들의 집합  유효 범 (Resi ;Res1,2) 내에 

존재하는 유효 객체(OEff; o1,2,3)만을 송하는 를 보여주고 

있다. ResT ∋ {Res1∩Res2∩...∩Resn}, OT={o1, o2,..., on}.

만약 질의 디 토리의 질의 횟수 는 용량의 제한이 있다

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 를 들어 질의자는 

50,000번의 질의를 요청했고, 질의 디 토리는 최  1,000번 질

의만을 수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질의 디 토리는 1,000번

까지 취합된 질의 역을 LBS 서버에게 송하면 LBS 서버

는 질의 결과를 계산한다. 질의 디 토리에 50번 질의를 요청 

받기 때문에 질의응답에 한 횟수 한 50번 송한다. 이처

럼, 요구기반 방식을 이용한 질의처리 방식은 질의 요청 수가 

50,000번일 때 질의 응답 수 한 50,000번인 반면에 R-Bcast

를 이용한 질의처리 방식은 질의 요청 수가 50,050번일 때 질

의 응답 수는 50번으로 그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Example of Query Processing using R-Bcast

Fig. 3에서 서버는 u1, u2의 요청을 확인한 후에 질의 범  

내에 존재하는 o1, o2, o3을 방송 주기에 삽입한다. Fig. 2에서 

F-Bcast를 이용할 경우 o1부터 o10까지 객체를 송하는 것에 

비해 R-Bcast는 방송주기에 보내야 하는 객체의 수를 일 

수 있다. 방송 주기가 감소하는 Equation (1)은 다음과 같다.

{Res1∩Res2∩...∩Resn} ⊂ OEFF           (1)

Equation (1)에서 Resi는 질의자가 요청한 범 를 의미하

고, 질의를 요청한 n명의 질의자의 Resi는 교집합 함으로서 

복되는 값을 제거한다. 체 객체(OT)들 에서 통합한 

역 내에 존재하는 OEFF만을 방송주기에 삽입함으로서 체

인 방송주기를 일 수 있다.

Fig. 4. Example of NN Query Processing using R-B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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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R-BCast를 이용한 NN질의 처리과정을 를 보

여주고 있다. 서버는 체 객체들 에서 음 된 역 내에 

존재하는 객체(O5,7)만 방송 주기에 실어서 송함으로서 방

송주기를 일 수 있다.

서버와 사용자들의 질의처리 과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Algorithm  1. Query process between server and users

Users: 

1: while(query request) do

     queriers create anonymous area (Res1, ..., Resn);

Query directory: 

2:   while(up to a tn) do

3:     if(Resi∩Resi+1==0) then

4:       Resi+=Resi+1;

5:     else if(Resi∩Resi+1!==0) then

6:       Resi=Resi+1-Resi;

7:     else

8:       continue;

9:   I-Resi=Resi;

LBS server: 

10:   if(range query) then

11:     I-Resi ⊃ OEEF search

12:   else if (kNN query) then

13:     Expand by the I-Resi that satiesfies k

        around I-Resi range

14:   else if(other query) then

15: return OEEF;

4. 실험 결과

4.1 실험환경

본 에서 우리는 R-Bcast, F-Bcast, On-demand 기법을 

비교한다. On-demand 기법은 하나의 서버가 각각의 질의자

마다 질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질의결과를 송하는 기법이다. 

실험 환경은 Intel i7-7700 CPU 3.6Ghz, memory 16GB이고, 

visual C++ 6.0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행했다. 실험결과에서 

결과 값은 10,000번을 반복한 평균값이다.

Parameter Data Settings Value

x-axis * y-axis 10,000 * 10,000

The number of objects x*y*30%

Anonymous area 2*2, <3*3>, 4*4, 5*5

The number of queries 50,000, <100,000>, 200,000, 300,000

Table 1. Experimental Data Setting Value

우리는 실험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환

경을 가정한다. 서론에서 언 했듯이 질의자(사용자)는 자신

에게 가까운 피소를 설정한 후 서버에게 피소에 한 정

보를 요청한다. 서버(서비스 제공자)는 요청 받은 지역의 

피소들만 방송주기에 실어서 질의자에 송한다. 시스템 모

델에서 서버는 두 개의 채 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채 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객체를 송할 채 과 클라이언트

들의 질의 요청을 수신할 채 이다. 그리드 한 칸에 최  1개

의 객체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한 칸의 크기는 1m2로 가정한

다. 익명화 범 의 크기는 질의자의 치를 포함하고, 질의자

의 치는 복될 수 없다고 가정했다. 각 실험에서 고정된 

변수는 Table 1에서 호로 표시했다.

4.2 실험결과

Fig. 5는 질의자의 수에 따라 서버가 질의자에게 송해야 

할 총 객체 수를 보여주고 있다. 질의자의 생성 치는 균일

하고 랜덤하게 생성된다. 실제 서비스를 로 들면, 피소를 

검색하는 질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익명화 역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 으로, 서버는 검색해야 할 특정 지역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피소의 수 한 반 으

로 증가하게 된다.

Fig. 5. The Number of Objects Broadcast According to the 

Number of Queries

Fig. 5에서 변수는 질의자 수이고, 그 외에 기본 설정 값은 

Table 1과 같다. 질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R-Bcast와 On- 

demand 기법을 비교한 결과 평균 12.6%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F-Bcast는 서버가 리하는 역 내에 존재

하는 모든 객체의 수를 송해야 한다.

Fig. 6은 질의자가 자신의 치를 보호하기 해 익명화 

역을 설정할 때 서버가 질의자에게 송해야 하는 총 객체

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질의자는 교통 수단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익명화 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를 들어 

가장 작은 익명화 역인 동, 다음 작은 역은 구, 도시 등으

로 증가시키며 설정할 수 있다. Fig. 6을 보면, 질의자가 요청

한 익명화 역이 증가할수록 서버가 송해야 하는 객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버가 확인해야 

하는 역이 증가하기 때문에 익명화 역 내에 존재하는 객

체의 수도 평균 으로 증가하게 된다.

변수는 익명화 역이고, 그 외에 기본 설정 값은 Table 1

과 같다. 익명화 역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R-Bcast와 

On-demand 기법을 비교한 결과 제안기법이 평균 17.2%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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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Bcast 비해 On-demand 기법

이 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On-demand 기법은 복되는 

객체들을 지속 으로 송하는 반면에 R-Bcast는 복되는 

역에 포함되는 객체를 한번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익명화 

역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6. The Number of Objects Broadcast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Anonymous Area

5.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요구기반 방식과 무선방송 방식의 장

을 취합한 새로운 R-Bcast를 제안했다. 실험 결과에서 보

여지듯이 F-Bcast을 이용한 서버는 자신이 리하는 모든 객

체를 사용자에게 송한다. 반면에 서버가 R-Bcast를 이용할 

경우 서버가 리하는 객체들  취합된 질의의 결과를 반

하여 스 링하기 때문에 방송 주기를 일 수 있었다. 방송 

주기가 어들면 서버가 송하는 데이터 송량을 일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감된다. 그리고 질의자 입장에서 

질의처리 시간을 감소시켰다. On-demand 기법과 R-Bcast를 

비교한 결과 On-demand는 질의 요청 수만큼 응답하는 반면 

R-Bcast는 질의 디 토리를 통해 통합된 질의집합의 수만큼 

응답하기 때문에 질의응답 횟수를 폭 감소시키는 것을 확

인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  객체와 다  질의 등을 고려하

여 좀 더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통합형 질의처리 방안

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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