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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유비쿼터스 컴퓨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치 기반 서비스의 사용이 확 되어 

가고 있고 모바일 자 거래 환경에서 가장 주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개인의 치가 추 되고 노출됨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 들도 두되고 있

다. 본 연구는 개인의 치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시공간 질의를 처리하기 한 새로운 시공

간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사용자 치 은폐 기술은 사용자의 식별자를 감추거

나 치를 정 인 4분 트리나 격자 구조를 이용하여 은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격자를 이

용한 치 은폐는 단순히 사용자의 식별자를 감추는 방법에 비해서는 우수한 방법이지만 미

리 정해진 격자의 크기에 의해 치를 은폐하므로 객체의 치 분포에 따라 실제보다 불필

요하게 많은 오차를 포함하게 되어 질의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질의 처리에 리 사용되는 R-트리를 이용하여 치 은폐를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R-트리의 노드는 기본 으로 최소 객체 개수를 보장하므로 R-트리의 MBR을 은폐된 

치로 직  사용하면 치 분포에 보다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실험

을 통하여 R-트리에 기반한 치 은폐가 기존의 기법들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증

명하 다.

ABSTRACT

The prevailing infrastructure of ubiquitous computing paradigm on the one hand 

making significant development for integrating technology in the daily life but on the 

other hand raising concerns for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is research presents a new 

privacy-preserving spatio-temporal query processing technique, in which location based 

services (LBS) can be serviced without revealing specific locations of private users. Exi-

sting location cloaking techniques are based on a grid-based structures such as a Quad- 

tree and a multi-layered grid. Grid-based approaches can suffer a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in query results since they are based on pre-defined size of grids which cannot 

be adapted for variations of data distributions. Instead of using a grid, we propose a 

location-cloaking algorithm which uses the R-tree, a widely adopted spatio-tempor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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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 structure. The proposed algorithm uses the MBRs of leaf nodes as the cloaked 

locations of users, since each leaf node guarantees having not less than a certain number 

of object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ethod.

키워드：시공간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보호, R-트리, 시공간질의

Spatio-temporal Database, Privacy Protection, R-tree, Spatio-temporal Query

1.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GPS, RFID 

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 기술의 발달, 휴

화, 무선 랜 기술 등의 통신기술의 발달, 스

마트폰, 노트북, PDA 등의 모바일 기기의 진

화는 결과 으로 사용자나 기기의 치를 추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의 보 과 사

용을 확 하 다. 특히, 이러한 치 기반 서

비스는 모바일 응용 환경에서 가장 요한 

킬러 응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이동 

화 사업자들은 사용자의 치를 이용하여 ‘친

구 찾기’와 같은 상업 인 서비스들을 성공

으로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응용 환경에서 치 기반 서비스들이 이용될 

것이다. 를 들어, 사용자의 재 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거

나, 사용자의 치 근처의 맛 집, 날씨 정보, 

지 안내 등과 같은 치에 기반한 맞춤

형 정보 제공 서비스, 특정한 상  가까이에 

가면 자동으로 해당 상 의 온라인 쿠폰을 

송해주는 치에 기반한 모바일 타깃 마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치 기반 서

비스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치 기반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해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특

히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이루어

져왔다. 공간 질의, 최근  질의, 공간 조인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시공간 질의를 처리하기 

한 특수한 색인 구조[13]나 치 정보 장, 

리를 한 효율 인 장 구조에 한 연

구 등[4, 7]이 국내외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

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치 기반 서비스는 본질

으로 사 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보안상

의 큰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즉, 치 기반 

서비스를 해서는 사용자의 치가 앙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 지

만, 치 정보는 지극히 사 인 역의 정보

로서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치가 공개되

는 것을 꺼린다는 문제가 있다. 를 들어, 

사용자가 자기 주 의 주유소를 찾기 한 

질의를 한다면 사용자는 먼  자신의 치를 

앙의 서버에 송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 

치에 치한 사용자를 찾아 모바일 고를 

하는 응용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먼  등록된 

모든 사용자로부터 각 사용자의 치를 서버

로 송받아서 장하고 추 하여야 한다. 

치 기반 서비스가 존재하기 해서는 사용자

의 치가 추 하여야만 하지만 이는 반 로 

더 많은 보안상의 험을 가질 수 있는 모순

에 빠지게 된다. 

치 정보의 추 은 악용될 경우,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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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미 ‘친구 찾기’ 서비스를 한 스

토킹이나 배우자의 불륜 감시 등이 사회 인 

문제로 떠올랐고, 사용자의 치를 이용한 원

치 않는 스팸 고 등이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치를 

안 하게 보호하기 해 노력한다고 하더라

도 치를 추 한다는 자체가 개인정보의 보

호라는 에서는 잠재 인 험이 아닐 수 

없다. 재는 이러한 보안의 험에 한 인

식이 낮은 계로 사용자들이 아무런 보호수

단 없이 자신의 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

후 치 기반 서비스들이 다양화되고 보 됨

에 따라 치 정보를 보호하기 한 기술

인 필요성이 증 될 것이다. 

치 정보가 요한 라이버시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음은 여러 문헌에서 언 하고 있으

나[1, 14, 16]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지는 않고 있다. 사분트리 등을 이용한 간단

한 치 정보의 은폐기법[5, 6]이 제안되어 왔

고, 네트워크 계층 등에서의 보안 기법에 

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측면

에서 질의 처리나 장 구조 등과 연계한 연

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Cas-

per[3, 12]라는 이름의 사용자의 치 은폐 기

법과 이러한 환경아래에서의 공간 질의 처리

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이에 한 연구로서 발

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 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뿐 

은폐 기법의 효용성이나 질의 처리의 효율성 

등에서는 많은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데이터 처리에

서 리 활용되는 R-트리를 활용하여 치 

정보를 은폐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격

자를 이용한 치 은폐는 단순히 사용자의 식

별자를 감추는 방법에 비해서는 우수한 방법

이지만 미리 정해진 격자의 크기에 의해 치

를 은폐하므로 객체의 치 분포에 따라 실제

보다 불필요하게 많은 오차를 포함하게 되어 

질의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을 지닌다. R-

트리의 노드는 기본 으로 최소 객체 개수를 

보장하므로 R-트리 노드의 최소 경계 역

(Minimum Bounded Region, MBR)을 은폐된 

치로 직  사용하면 치 분포에 보다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 

치의 분포나 변화에 보다 응 으로 처

할 수 있는 치 은폐 기법을 제공할 수 있으

며 기존에 리 활용되고 있는 R-트리를 이

용하여 구축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장구조

를 도입해야하는 문제 도 해소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

서는 련 연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라이

버시 보호를 한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본다. 

제 3장은 제안하는 R-트리 기반 치 은폐 

기법을 설명하고 제 4장에서 제안하는 기법

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최근 인터넷 환경 등 새로운 응용에서 데

이터의 공유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데이

터베이스 분야에서도 개인 정보 등의 사 인 

정보 보호에 한 연구들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특정 k개의 튜  간에서의 익명성을 보

장하는 k-anonymity[17]나 동일한 그룹의 데

이터 코드에 최소 l가지의 sensitive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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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diverse table의 

를 가지는 l-diverse 이론[11], 혹은 t-close-

ness[10]에 기반한 데이터 베이스용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를 들어 <그림 1>(a)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과 같은 특정 개인정보는 삭제한 진료기

록 데이터이다. 진료기록의 분석이나 통계  

처리를 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이용

이 필수 이다. 하지만, 만일 특정한 인물인 

A씨가 ‘65세의 에 사는 여성’으로서 이 

병원 진료 기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A씨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림 1>(a)의 테이

블을 2-diverse를 가지도록 일반화한 <그림 

1>(b)의 테이블에서는 A씨가 ‘65세의 에 

사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유추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기법은 정 인 테이블에 한 정

보 보호 기법으로는 합하지만, 치 정보의 

경우 사용자의 치는 끊임없이 동 으로 변

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용하기에는 문제

가 있다. Diverse나 Anonymity를 만족하는 

테이블을 만들기 해서는 체 데이터를 바

탕으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 정보는 모바일 자거래 환경에서 가

장 요한 개인 정보  하나이다. 따라서 

치 정보 역시 질병 등의 정보 못지않게 요

한 라이버시 보호 상이다. 최근 발표된 

여러 문헌[1, 14, 16]에서 치 정보의 노출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 들을 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치 정보를 은

폐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단한 치 은폐 기법으로서 사분 트

리 등을 이용하는 치 은폐 기법[5, 6]이 제

안되어 왔으나 이론 인 익명성 정도의 보장

이나,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질의 처리나 

장 구조 등과 연계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

고 있다. 

Casper[3, 12]는 사용자의 치 은폐 기법

과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의 공간 질의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Casper 시스템

은 <그림 2>와 같이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

계 그리드 구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은폐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 시

스템은 미리 정해진 개수와 크기의 그리드를 

정의하여야 함으로 사용자의 치 분포에 따

라 성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즉, 분포에 

따라 그리드의 단계 개수 등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은폐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사



R-트리를 활용한 시공간 질의 처리의 치 개인정보 보호 기법  89

<그림 2> Casper 시스템의 치 은폐기

용자가 많지 않은 역, 혹은 사용자가 아주 

집되어 있는 역에서는 불필요하게 큰 

역을 은폐 역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은폐된 

역을 통한 질의 처리 시 질의 처리의 정확

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기에 그리드의 

벨을 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지만, 실제 사

용자의 분포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스템에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R-트리 기반 치 은폐 기법

기존의 기법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은 R-트리에 기반한 치 은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데이터 분포

에 응 으로 응할 수 있는 R-트리를 사

용하므로 사용자 치 데이터 분포의 변화에 

계없이 일정한 치 은폐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3.1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모

바일 사용자, 치 은폐기, 치 기반 데이터

베이스 서버의 세 부분으로 나 어진다. 모바

일 사용자는 다양한 치 기반 서비스를 활

용하기 하여 치 기반 데이터베이스 서버

(location based database server)에 자신의 

치정보를 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치 노출에 의한 라이버시 노출을 막기 

하여 치 은폐기(location anonymizer)를 통

하여 치 질의를 송할 수 있다.

치 은폐기는 모바일 사용자와 서비스 제

공자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미들웨어로서 

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정한다. 치 은폐기는 사용자

의 치를 받아서 이를 주어진 사용자의 요

구( 역 내 최소 보장 인원이나 역의 크기)

에 따라 사용자의 치를 은폐된 치(cloa-

ked region)로 변경하여 치 기반 서비스 제

공자에게 달한다. 따라서 치 기반 데이터 

서버에서는 해당 사용자의 정확한 치를 알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사업자가 

존재하더라도 치 은폐기만 잘 보호할 수 

있으면 사용자의 치 개인 정보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치 은폐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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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조

치 신 k명의 치 사이에서 구의 치

인지 확인할 수 없는 k-익명성을 보장하는 

은폐된 역을 데이터 서버에 송한다. 데이

터 서버에서는 이 역을 통하여 각종 시공

간 질의를 수행한다. 은폐된 역을 이용한 

질의의 결과는 치 은폐기 에서 사용자의 

정확한 치로 다시 한 번 정제를 하면 사용

자의 정확한 치에 한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은폐된 치를 가지고도 정확한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질의 처리 기법은 Cas-

per 시스템[14]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3.2 치 은폐기

치 은폐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질의 처리에서 리 이용되는 인덱스 구조인 

R-트리를 활용한다. R-트리는 디스크 기반

의 균형 트리로서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같은 

변화  다양한 데이터의 분포에도 효율 인 

질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R-트리는 루트 

노드부터 말단 노드까지 트리 구조로 연결되

어 있으며 각 노드는 해당 노드를 포함하는 

최소 경계 역(MBR, Minimum Bounding 

Region)을 가진다. 각 노드는 디스크 장 공

간의 효율을 하여 미리 정해진 개수(일반

으로 최  엔트리 개수의 1/2) 이상의 엔트

리를 갖는 것을 보장한다. 

사용자의 치 정보는 시간에 따라 끊임없

이 변경될 수 있다. 일반 으로 R-트리는 그

리드 기반의 색인 구조에 비해서 잦은 변경

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치 은폐 알고리즘의 수행을 

해서는 특정 사용자가 속한 R-트리의 단말 

노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R-트리에서는 트리의 루트노드부터 차례로 

탐색을 하여야 해당 노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R-트리 신 Lazy Up-

date R-트리(LUR-트리)[8, 9]를 사용한다. 

LUR-트리는 <그림 5>와 같이 기본 으로 R- 

트리와 동일한 구조  특성을 지니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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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트리 구조의 

<그림 5> Lazy Update R-트리의 

지연 갱신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잦은 

변경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내부에 

특정 객체가 속한 단말 노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DirectLink라는 해시 테이블을 가지

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특성들을 지

니고 있다.

3.3 치 은폐 알고리즘

치 은폐를 한 세부 인 알고리즘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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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치 은폐 알고리즘

6>과 같다. 알고리즘의 인자인 k는 사용자가 

원하는 k-익명성을 한 값으로서, 최소 k명

의 치 사이에서 특정 사용자의 치를 식

별할 수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Amin은 은폐 

역의 최소 크기로서 매우 좁은 역에 k명

의 치가 존재하여 k-익명성에 의미가 상실

되는 것을 막기 하여 사용된다. cid는 치 

은폐를 원하는 사용자의 id이다. 모든 사용자

의 치는 LUR-트리에 장되어 있으며, 알

고리즘은 cid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속한 단말 

노드를 LUR-트리의 DirectLink를 통하여 찾

는다. 해당 노드에 k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

하고 있다면 해당 노드의 MBR 자체를 은폐 

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치 

은폐를 한 처리가 필요 없으므로 빠르게 

치 은폐를 처리할 수 있다. 만일 노드에 k

명 미만의 사용자가 속한 경우 노드의 형제 

노드를 하나씩 합쳐서 k명 이상의 사용자가 

될 경우 체 합쳐진 MBR을 은폐 치로 사

용한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은폐 치로 사

용할 MBR이 무 작아서 Amin 보다 작을 경

우 해당 MBR을 포함하면서 Amin 이상의 넓

이를 보장하는 역을 선택하게 된다. R-트

리는 항상 노드의 최소 엔트리 개수를 보장

하므로 만일 노드의 최소 엔트리 개수(n)가 k

보다 크면 모든 단말노드가 k개 이상의 객체

를 장하고 있으므로 알고리즘은 항상 해당 

단말노드를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따

라서 이 경우 기존의 격자 기반의 치 은폐 

알고리즘보다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일

반 인 디스크 기반 R-트리의 경우 노드의 

엔트리 개수가 략 100여개 이상 되므로 최

소 엔트리 개수는 50개 이상을 만족한다. 따

라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익명성의 정도인 k

가 이 값 이하인 경우 형제 노드를 통한 MBR 

합병은  필요 없게 된다. 

를 들어, 50개 객체 사이에서 특정 객체

를 식별할 수 없도록 50-익명성(anonymity)

을 만족하도록 치를 은폐하고 싶다고 가정

하자(k = 50). 여기서 <그림 5>의 1번 객체의 

치를 은폐하고자 한다면, 우선 LUR-트리

의 DirectLink를 이용하여 해당 객체가 장

되어 있는 트리의 말단 노드를 찾는다. 노드

가 가지고 있는 엔트리의 개수가 50개 이상

이면 이 노드의 MBR을 객체의 은폐 치로 

사용하면 해당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 

사이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50-익명성이 

만족한다. 다만, MBR이 무 작은 경우 아무

리 50-익명성을 만족한다고 해도 특정 객체

의 치는 쉽게 추정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를 비하여 사용자는 은폐 치의 최소한의 

넓이인 Amin을 알고리즘에 입력한다. 를 들

어 최소 100m2이상이 되도록 Amin을 설정하

면 은폐 치인 MBR의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큰 경우에는 MBR 자체가 은폐 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MBR의 넓이가 이 넓이 보다 

작을 때는 MBR을 포함하며 넓이가 Amin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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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 데이터

큰 역을 임의로 선택하여 이를 은폐 치

로 반환하면 된다. 만일 찾은 말단 노드의 엔

트리 개수가 50개 보다 작은 경우에는 MBR 

자체로는 k-익명성을 만족할 수 없다. 이 경

우에는 k-익명성을 만족할 때까지 형제 노드

를 찾아 MBR을 합쳐나가면 은폐 치를 찾

을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Casper 시스템과 같이 별

도의 색인 구조를 구축하고 복잡한 처리 과

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존에 리 쓰이고 있

는 R-트리에 기반한 LUR-트리를 활용하여 

간단히 치 은폐를 처리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Casper 시스템과 같이 그리드의 단계 

수나 그리드의 크기 등을 미리 정의할 필요 

없이 R-트리의 특성 상 데이터 분포에 계

없이 응 으로 데이터를 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4. 성능평가

4.1 제안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치 은폐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이  연구인 Casper 

시스템[14]의 격자 기반 치 은폐 기술과 제

안 기법을 구 하여 성능을 평가하 다. 성능 

평가를 한 데이터는 네트워크 기반 이동 

객체 생성기[2]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데이

터 생성을 한 도로 데이터는 독일의 Olden-

burg도로 데이터를 사용하 다. <그림 7>은 

실험을 한 도로 데이터의 (a)와 이에 의

하여 생성된 이동 객체의 시작 치(b)이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에서 볼 수 있듯

이 지역에 따라 어떤 구역에는 많은 객체가 

존재하고, 어떠한 지역에는 소수의 객체만이 

존재하는 균등하지 않은 분포를 지닌다. Cas-

per 시스템의 격자기반 치 은폐 기술은 총 

5단계의 벨을 갖는 피라미드 구조를 상

으로 하 다. 따라서 가장 아래 벨에는 32 

×32의 격자를 지닌다.

실험 코드는 C++를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Intel Core2Duo(2.0GHz)의 리 스 머신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페이지 크기는 4KB이다. 

실험 결과에서 Grid(Basic)는 Casper 시스템

에서 모든 객체가 가장 아래의 벨에 장

되는 Basic형태를 의미하고, Grid(Adaptive)

는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객체가 각 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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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용자 수에 따른 치 변경 비용

<그림 9> 사용자 수에 따른 치 은폐 비용

<그림 10> k에 따른 은폐 비용

응 으로 배치될 수 있는 Casper 시스템의 

Adaptive 알고리즘이다. 각 격자에 한 장 

공간의 오버 로는 체인 형태로 유지 리 

된다. R-트리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치 은

폐 기술을 의미하며 LUR-트리를 이용하여 

구 되었다. 트리 노드의 엔트리 개수는 110

개이다.

4.2 성능 분석

<그림 8>은 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른 

치 데이터 변경 비용이다. 치 정보는 사용

자의 이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되므로 데이

터 변경 비용이 크면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

되기에는 부 합하다. 실험 결과 데이터 개수

가 많아질 경우 데이터 변경을 한 평균 비

용은 반 으로 상승한다. 특히 격자 구조의 

경우격자의 개수에 비해 데이터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집 되어 있는 역에서는 오버

로가 많이 발생하여 변경 비용이 크게 증가

한다. R-트리 기반의 구조에서도 비슷한 성

능 하가 발생하지만 LUR-트리가 변경에 

한 비용을 여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집  증가에 보다 강한 모습을 보 다.

<그림 9>는 사용자 수에 따른 평균 치 

은폐 비용의 변화이다. 여기서 치 은폐를 

한 속성 k는 50으로 고정하 고, Amin의 

값은 체 공간 크기의 1/10000로 설정하

다. Grid(Basic)의 경우 객체가 많이 존재하

지 않는 역에서는 k를 맞추기 하여 벨

을 따라 올라가며 격자를 계속 키워야 하는 

이유로 성능이 격히 하되는 것을 보 다. 

R-트리 기반 기법의 경우 R-트리의 노드 특

성상 최소 50개의 데이터를 보장하므로 한 

번의 단말 노드 근으로 객체 치의 은폐

를 수행하므로 모든 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그림 10>은 k의 크기에 따른 치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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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에 따른 은폐 역 크기

비용의 비교이다. <그림 9>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Grid(Basic)의 경우 k값의 증가에 따라 

살펴 야 하는 벨이 증가하므로 체 으

로 나쁜 성능을 보인다. Grid(Adaptive)의 경

우 응 으로 k에 맞게 격자에 객체를 배치

하므로 k의 변화에는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트리 기반의 기법의 경

우 k가 커지면 단말 노드 외에도 형제 노드

들을 근하여 k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k가 

큰 경우에는 격자기법보다 나쁜 성능을 보이

기도 한다. 따라서 만족시켜야 하는 k의 값에 

따라 노드의 최  엔트리 개수를 히 조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1>은 k의 크기에 따른 

은폐 역의 크기를 비교한 그래 이다. Amin

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는 격자의 크기가 

작은 것이 질의 결과의 오차를 일 수 있기 

때문에 은폐 역의 크기는 작을수록 유리하

다. 격자 기반의 경우 최소 격자의 크기가 이

미 정해져있고, 격자 내에 k개의 객체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격자 크기만큼씩 역의 크

기가 증가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노드를 분할하는 R-트리 기반의 치 은폐 

기법에 비해 은폐 역의 크기가 크다. 따라

서 한 k와 Amin을 갖는 경우 R-트리 기

반의 치 은폐 기법이 가장 우수한 질의 성

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보

장하는 시공간 질의 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사용자의 사  정보인 치를 노출시

키지 않으면서도 시공간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치 은폐 시스템  시공간 질

의 처리 기법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기법은 시공간 질의 처리에서 리 사

용되는 R-트리를 활용하여 사용자 치를 은

폐하는 기법으로서 기존 기법에 비해 데이터 

유지 리 비용이나 은폐된 치의 품질 면

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 다. 

재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의 치 은폐를 

믿을 수 있는 앙 집 식 치 은폐 시스템

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만일 치 

은폐기 자체가 공격을 받으면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향후 P2P 등의 분산 처리 

기반의 치 은폐 기술이나 모니터링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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