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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이 우리 생활에 하게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

난 가치를 발생 시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정  향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사회  역

기능  그로 인한 부정  향 한 존재할 것이다. 개인 라이버시 침해는 수많은 부정  향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 라이버시 침해  매우 실성 있고 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기본 인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실 되면서 구  가능성이 있는 자명함 달을 기반으로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설계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자 명함을 달할 때 개인의 라이버시를 

최 한 보장하면서 자신의 정보, 즉 자명함을 안 하게 달하는 방법이다.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  

시 가 실 되어 자명함 서비스가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용하면 개인 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로 함축되는 새로운 환

경이 그 성장잠재력과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산업 

반과 실생활에 걸쳐 다양하게 목하기 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단순한 정보기술이 

아닌 철학  변화이며 사회 구조의 변 이다. 따라

서 산업 반의 생산·유통·기반뿐 아니라 개인 실생

활의 행태까지도 변화시킬 것으로 측되고 있다. 

이를 반 하듯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유비쿼터스 

컴퓨  사업단이 출범하여 유비쿼터스 노드들이 주

변 환경의 상황을 자율 으로 인지하여 사람에게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응용기술과 이를 한 네트워크 기반 원천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표 인 정보통신 선진국인 미국[1]·유럽·일본에서도 

국가 인 지원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컴퓨 의 원

천 기술  서비스 모델 개발을 한 각종 로젝트

가 기 ·기업· 학 등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고들 것이다. 이런 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큰 편의를 가져다  것이며, 우리는 이러

한 편의에 빠르게 응하고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 인 향 이면에 이를 이용한 사회  

역기능  그로 인한 부정 인 향 한 존재할 것

이라는 이다. 그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각 개인의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되는 개인 

라이버시 침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2]. 개인 라

이버시 침해는 기존 환경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이 도래되었을 

때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3]. 

  본 논문에서는 개인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한 

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유비쿼터

스 컴퓨  환경의 실 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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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실 가능성이 있는 자명함 서비스를 기

반으로 하여 설계하 다. 기존 자명함 서비스의 

경우 종이 명함을 자화 시켜 이 메일이나 웹 문서 

등에 첨부하여 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비

쿼터스 컴퓨  환경이 실 되면 장소·상황·시간 등

을 고려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장

소·상황·시간을 인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보를 담

은 자명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

게 무 많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

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의 자명함을 

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하여 개인 라이버시를 최 한 보호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존재

할 수 있는 라이버시 침해 기술과 보호 기술에 

하여 살펴볼 것이며, 제안하는 개인 라이버시 침

해를 보호하는 기본 인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

을 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모

델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용되었을 때의 기

효과를 설명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5장에

서 맺는다.

2. 련연구

  개인 라이버시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이 아

닌 기존 환경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는 상황이다[2].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한 개인 정

보유출이 재 정보화 사회에 을 주는 심각한 

요소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 법 으로의 응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장에서는 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어떠한 것

이 있으며, 라이버시 보호를 한 기술에 하여 

알아본다. 추가 으로 기존 환경의 자명함 서비스

가 어떻게 서비스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2.1 라이버시 침해

  많은 기술들은 정 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

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 인 측면

으로 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술들도 있다. 를 

들어 교통 지능화 시스템(ITS), GPS, 치기반시스

템(LBS) 등은 사용자로 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기

술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불법

으로 사용자의 치 정보 추 을 할 수 있다. 한, 

쿠키, 스 이웨어, 웹 로 , 웹 버그 등 정보수집 기

술을 통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 인해 익명성 이라는 개인 라이버

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 

2.1.1 익명성 

  인터넷 련 기술  요소 에 TCP/IP 주소, 이 

메일, PSN(Processor Serial Number), IPv6[4] 등은 

익명성을  할 수 있다[6]. 

2.1.2 정보 수집, 보호, 분석

  정보수집, 정보보호, 정보분석 기술들은 많은 정

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 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정보수집 기술은 쿠키, 스 이웨어, 웹 로 , 웹 

버그 등과 같은 기술들이 있다. 

  정보 분석 기술에서 가장 표 인 기술로서 데이

터 마이닝(Data Mining)이 있다. 이 기술은 용량

의 데이터를 패턴인식, 통계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새로운 상 계  경향들

을 발견하는 로세스이다. 이는 체 으로 인터넷 

마  략에 사용되고 있다. 

  정보보호 기술은 정보를 보호를 해 근권한  

암호화를 함으로써 수많은 정보들을 보호하는 기술

들을 말한다. 그러나 정보보호 기술 역시 정 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 인 측면도 존재한다[6]. 2.2 

라이버시 보호

  라이버시 보호 기술에서 가장 표 인 것은 암

호화 기술과 익명 기술이다. 암호는 외부의 근이

나 정보의 노출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일반

인 기술이고, 익명 기술은 정보의 노출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 이 아닌 일을 송수신 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사이의 계를 비 로 하여 상호 라이버시 

보호를 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라이버시 보호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술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선택 기능에 

의한 라이버시 보호기술이며, 두 번째는 보호 메

커니즘에 의한 라이버시 보호기술이다.

2.2.1 사용자 선택에 의한 라이버시 보호기술

  사용자 선택에 의해 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표

인기술로서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 

기술[7,8]이 있다. 이 기술은 익명성과는 계없이 

개인 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에 한 이용자의 선택

과 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로서 인터넷상의 개

인 라이버시 보호를 한 기술  해결 방안이다. 

2.2.2 보호메커니즘에 의한 라이버시 보호기술  

  보호 메커니즘에 의한 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침

입차단 기술, 암호 기술 등과 같은 정보보호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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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술들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정

보 보호와 련된 기술들은 라이버시 침해 기술로

도 활용되고 라이버시 보호기술로도 활용되는 기

술들이다. 

3. 제안하는 개인 라이버시 보호모델

  기존의 자명함 서비스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 명

함과 거의 흡사하다. 유비쿼터스 컴퓨 은 사용자가 

자신이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

를 남에게 정확하게 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함

을 지향하는 컴퓨  환경을 말한다. 따라서 제안하

는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에서의 자명함 서비

스는 단순히 종이명함을 자화 시킨 것이 아닌 사

용자의 단말기에 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를 장소·상황·시간에 고려하여 상 방에게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범  내에서 상 방에게 서로의 

개인 단말기를 통하여 달하는 서비스이다. 

  제안하는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목 은 유

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자명함을 달하는 과

정에서 상 방의 특성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

써 과다한 정보유출을 막으면서 개인 라이버시 보

호를 하는 것이다.

3.1 개인 라이버시 보호모델의 가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

을 구성하기 한 몇 가지 가정들이 있다. 

■ 자명함  서비스는  1 1 개인 간에  이루어진다.

■모든 사용자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단을 수  있는  단

말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상 방에게 자명함을  달한다.

■각  사용자는  단말장치에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설정한다.

■상 방 인증을 해 사용되는 인증서는  단  한번만 사용하는 인

증서  이다.

■개인 정보 유출의 범 를  제 3자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배제하

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출을 말한다.

■각  단말기는  장소·상황·시간을 인지할 수 있다.

3.2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

3.2.1 구성요소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정의하기 해 몇 

가지 구성요소 들이 필요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상

계는 다음과 같다.

- U (User) = {u1, u2, u3, …  , un} : User는 제안

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주체를 말하며. 각 사용자를 

u로 나타내고 u들의 집합을 U

- P (Policy) = {p1, p2, p3, …  , pn}    (p1 ⊂ p2 

⊂ p3 ⊂ …  ⊂ pn) : User가 설정할 수 있는 정책

을 p라고 나타내고 p들의 집합을 P

- C (Certificate) = {c1, c2, c3, … , cn} : 정책들

을 용하기 해 상 방에게 배포하는 인증서를 c

라고 나타내고 c들의 집합을 C

- UAL (User’s Attribute about Location) = {l1, 

l2, l3, … , ln} :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설정해 놓은 

장소를 l이라고 나타내고 l들의 집합을 UAL

- UAT (User’s Attribute about Time) = {t1, t2, 

t3, … , tn} : 사용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게 설정해 

놓은 시간을 t라고 나타내고 t들의 집합을 UAT

- UA (User’s Attribute) = (UAL, UAT, P) : 사

용자의 속성(정책)을 UA

- UD (User’s Decisions) = (UA, C) : 사용자의 

결정이 해당되는 것으로 UA에 맞는 C를 배포하는 

집합을 UD

- R (Right) = True or False : 사용자의 정책에 

맞는 정보를 상 방에게 달하기 해 사 에 배포

한 UD에 포함되어 있는 UA와 C가 사용자의 재 

상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것을 R

- ci = (pi, li, ti) : C의 속성인 ci 는 설정된 장소

와 설정된 시간과 설정된 정책을 포함 

- Allow(c) = {l ∈ UAL, t ∈ UAT, c ∈C | 

(Now.l = c.l) and (Now.t ⊂ c.t)} : l이 UAL의 원

소이고, t가 UAT의 원소이고, c가 C의 원소일 때, 

재 사용자의 l과 c(상 방이 제시하는 certificate)

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가 일치하고, 재 사용자의 

시간이 c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 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Allow라

고 표 한다.

3.2.2 구조

  그림 1은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자명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

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u1 u2UD

RUA UA

(그림 1)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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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는 u1이 u2에게 c를 발 할 때 UA를 참

조하여 UD에 의해 c가 발 이 되고, 발 된 c를 이

용하여 u2는 u1에게 u1의 명함(개인 정보)을 요구 

할 수 있다. u2가 u1에게 명함을 요구하게 되면 R을 

통하여 c가 이 에 사용하 던 것인가 아닌가를 

단하고, Allow(c)를 단하여 True가 되었을 때 u1

은 u2에게 자신의 명함을 제공하게 된다.

3.2.3 알고리즘

  제안한 개인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구 하기 

한 알고리즘은 상황에 맞는 인증서를 발 하는 과정

과 인증서를 상 방으로부터 받아서 그 인증서가 유

효한 것인지 아닌지를 단하고 명함을 달하는 과

정으로 표 할 수 있다. 

3.2.3.1 인증서 발

  인증서 발 은 사용자가 상 방으로부터 인증서 

요청을 받았을 때 실행되는 상으로 인증서 발  

과정은 표 1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표 할 수 있다.

<표  1> 인증서  발 을  한  알고리즘

If (Receivedrequest Certification from ui){
     Wait User Decisions (UD)
     If (Receive UD){
          ci. pi = UD.UA.pi
          ci. li = UD.UA.li
          ci. ti = UD.UA.ti
          Send ci  to ui
     }
}

3.2.3.2 명함 달

  명함 달은 사용자가 사 에 배포한 자신의 인증

서를 받았을 때 실행되는 상으로 명함 달과정은 

표 2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표 할 수 있다.

<표  2> 인증서  발 을  한  알고리즘

If (Received published Certification by me from ui){
     Check R(){
          Check Used or not
          If (Used)
               Return false
          else{
               If (ci. li = Now.li && ci. ti = Now.ti)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
     }
     If(Check R())
          Send My information by ci. pi to ui
}

4. 기 효과

  제안한 자명함 서비스를 유비쿼터스 컴퓨  환

경에서 용을 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상

방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보유출이 최소화 될 

것이며,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맞게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자신의 제공하고 

싶은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 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명함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 연구 에 있는 수많은 익명성 련 연

구에 이 모델을 추가하여 사용하게 되면 익명성과 

개인 정보유출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세계 으로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실 하

기 해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 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실 하기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 에 있으며, 그  유비쿼터스 컴퓨

 보안에 한 문제들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 이

다. 보안 련 문제  라이버시 문제가 매우 심

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이 실 되었을 때 실 가능성이 있고, 

실성이 있는 자명함 서비스 기반의 개인 라이

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하 다. 이 모델을 유비쿼터

스 컴퓨  환경에 용 시켰을 때 사용자가 인지하

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상 방에

게 달함으로써 사용자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호 

할 수 있게 하 다. 제안한 모델을 향후 익명성을 

보장하기 한 라이버시 련 연구에 활용되어 사

용된다면 개인 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많은 성과

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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