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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s: USNs)환경은 주변 공간의 상황을 인식

할 수 있고, 인식한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올바른 사용자나 사용자 장치에

게 제공해주는 지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

로 부각되고 있으며, 위치정보 측정을 위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같은 위치 측정 시스템

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측정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의 프라이

버시를 침해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S(Covert 

Base Station)을 이용하여 베이스스테이션만이 노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노드 및 노

드 주변의 다른 어떤 노드에게도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들어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s: USNs)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1].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환경은 주변 공간의 상황

을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한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올바른 사용자나 사용자 장치

에 제공해주는 지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2].  
이러한 환경은 주변 사물과 환경에 통신장치가 탑

재된 초소형의 지능화된 임베디드(Embeded) 컴퓨터가 
내재되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가능해진다. 즉, 
사용자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원하는 장소나 시간

에 따른 사물 및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추
적하여 상황 인식적이고 특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3].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 혹은 사용자 장치의 물리적인 위치

와 조건 및 그 변화하는 정도 역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

로 부각되고 있다[4,5].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

스템으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이동통신

망을 이용한 위치측정 시스템을 들 수 있다[6,7].  
그러나 장치의 가격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유비쿼

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비교적 고가인 GPS 장비는 적
합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GPS 를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위치 측정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가의 위치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8]. 

문제는 이러한 저가의 위치 측정 시스템들은 가격

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용자의 정보가 외부

에 유출될 가능성이 GPS 보다 높다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획득되는 위치정보

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되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센
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에서 
위치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 노드들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위치를 측정하

는 메커니즘에도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9,10,11,12].  
본 논문에서는 삼각측량법을 이용하는 위치측정 시

스템에 CBS(Covert Base Station)개념을 도입하여 위치 
측정을 위해 노드들이 발생시키는 전파나 사운드에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인증된 베이스스테이션(BS)만이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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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제 3 자가 위치정보를 변경할 경우 이를 검증하

고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2 장의 관련연구에서는 위치 측정 기술 및 

위치 인식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3 장에서 제안 시

스템 및 공격 모델에 대해서 묘사하기로 한다. 4 장에

서는 CBS 를 이용한 인프라스트럭쳐 기반 노드 기반에

서의 노드 위치보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 후 결론

에서 논문의 적용 분야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2. 위치 측정 기술 및 시스템 

위치측정 기술은 측정방식에 따라 삼각측량, 장면

분석, 근접방식 등으로 분류하거나, GPS 와 같은 위치

를 측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있는지 여부

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삼각측량법은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 방식과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져있는 각도를 이용

하는 각도 측정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13].  
이러한 위치인식 기술을 각 시스템 별로 분류한 것 

이 <표 1>과 같이 매크로 위치인식 시스템과 마이크

로 위치인식 시스템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와 같이 무
선이동 노드들의 위치를 인식하는 Ad-Hoc 위치인식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14]. 

 
<표 1> 위치인식 시스템 분류 

매크로 

위치인식 시스템 

마이크로  

위치인식 시스템 

Ad-hoc  

위치인식 시스템 

◎ GPS 

◎ Infra of Mobile  

Communication  

◎ Hybrid   

  

◎ Infrared 

◎ Ultrasonic 

◎ RF Signal 

◎ UWB 

◎ Scene Analysis  

◎ Centroid 

◎ APIT  

◎ DV-Hop,  

DV-Distance 

 

  
측정된 거리로부터 삼각측량법을 이용하는 위치 계

산하는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인 GPS 는 AOA(Angle of 
Arrival), TOA(Time Of Arrival),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위치를 계산한다[15]. 

반면에 인프라가 없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환

경에서는 레퍼런스 노드와 RF 의 연결성 기반으로 위
치인식을 수행하는 Centroid 기법과 이동 노드에서 무
선으로 연결 가능한 레퍼런스 노드들로 삼각형을 형
성하고, 이동 노드가 그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이동 노드가 내부에 있는 삼각형들이 겹치

는 역의 중심점을 이동 노드의 위치로 인식하는 
APIT(Approximation Point-In-Triangulation)기법 그리고 
DV(Disrance Vector)라우팅 알고리즘의 hop-by-hop 라우

팅 정보전송 방법과 GPS 의 삼각측정원리를 이용한 
위치계산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DV-Hop, DV-
Distance 기법 등이 있다[16,17,18].  

 
3. 제안 모델 

3.1 시스템 모델 
 

제안된 시스템은 노드와 상호 신뢰 관계인 베이스

스테이션(BS)과 여러 개의 CBS(Covert Base Station)들
로 구성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의 노드는 CBS 의 위치를 모르며 
자기자신의 정확한 위치도 알지 못한다. 

CBS 는 노드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고, 노드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로 거리

계산을 할 수 있다. 또한 CBS 는 베이스스테이션과 
암호화된 키를 공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정보를 주
고받는다. 따라서 베이스스테이션은 노드로부터의 정
보와 CBS 로부터 수집된 CBS 와 노드와의 거리정보 
및 CBS 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노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노드나 CBS 는 거리정보만으로 노드의 위치

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노드의 위치는 BS 이외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3.2 공격모델 
 
우리는 내부(Internal)와 외부(External) 두 가지의 공

격모델을 제시한다[19]. 
첫 번째, 내부로부터의 공격에는 인증된 노드(CBS,

노드)들이 오작동 또는 감염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 외부로부터의 공격에는 인증되지 않은 노

드(주변노드, 악의적인 노드)들이 노드의 RF 비컨 신
호를 엿들음으로써 노드의 위치를 계산할 수 가 있다. 

  
4. CBS를 이용한 노드 위치보호 기법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위치인식 시스템은 크게 
노드 센트로이드(Node Centroid)방식과 인프라스트력처 
센트로이드(Infrastructure Centroid)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20].  

각각의 경우에 노드 위치 보호기법은 다음과 같다. 
 
4.1. 노드 센트릭 기반  
 
노드 센트로이드(Node Centroid)방식에서는 노드의 

위치를 찾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쳐를 구성하는 노드들

이 사운드나 전파를 발생시키며 위치 측정 대상 노드

가 이 정보들을 수집하여 거리 정보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노드 센트릭 방식을 이용할 경우 위치를 계산하는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가 
제 3 자에게 유출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첫째, 사용자의 위치는 BS 만

이 계산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위치 계산을 위해 필
요한 인프라스트럭쳐 노드들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사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CBS 개념을 도입하 다. 

제안된 기법은 그림 1~3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동
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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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ode Centroid Step1 

첫 번째, 그림 1 은 기본 노드 센트릭 기법에서처럼 
CBS 들이 위치측정을 위해 사운드나 전파를 발생시키

고 위치측정 대상노드 A 가 이 정보를 수집하여 각
CBS 와 A 노드 자신과의 거리 d1~d4 를 계산한다.  

이때, CBS 의 정확한 위치는 CBS 자신과 BS 만이 
알기 때문에 사용자(노드 A)나 제 3 자는 CBS 와 노드

사이의 거리정보만으로는 노드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렵다. 

 
(그림 2) Node Centroid Step2 

두 번째 단계인 그림 2 에서 노드는 수집된 거리정

보를 BS 로 전송한다. 

 
(그림 3) Node Centroid Step3 

마지막 그림 3 에서 CBS 는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암
호화 하여 BS 로 전송하고, BS 는 이들 정보를 수집하

여 노드 A 의 위치를 계산한다.  만약 노드 A 나 제 3
자가 전송되는 CBS 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암호

화 되어있어 A 노드나 제 3 자는 A 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4.2. 인프라스트럭쳐 기반 
 
인프라스트력처 센트로이드(Infrastructure Centroid)방

식은 위치 측정 대상노드가 전파나 사운드를 발생시

키고 인프라스트럭쳐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이 정보를 
수집하여 거리정보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노드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위치측정 대상노드가 발생

하는 전파나 사운드를 제 3 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이
를 이용하여 노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 3 자가 해당 노드의 위치를 파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4~5 와 같은 방
법을 제안하 다.  

 
(그림 4) Infrastructure Centroid Step1 

먼저 그림 4 에서 대상노드 A 가 전파나 사운드를 
발생시킬 때, BS 나 CBS 들이 명령을 내려 임의의 지
역에 위치한 더미 노드들도 대상노드와 동일한 전파

나 사운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 전파

나 사운드가 중복적으로 발생 다수의 거리정보가 생
성 된다. 이때 대상노드와 더미 노드들은 발생시키는 
전파(패킷)에 자신들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

써 BS 만 판독 가능하게 하여 이 정보를 수신하는 것
만으로는 어떠한 노드가 전파를 발생시켰는지 알지 
못하게 한다. 

 
(그림 5)  Infrastructure Centroid Step2 

그림 5 에서는 CBS 들은 암호화되어 전송된 정보들

을 수집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암호화된 정보와 
함께 BS 으로 전송하면 BS 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

화하여 노드 정보와 거리정보를 매칭시켜 위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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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때 각 노드들이 전송한 정보는 BS 만이 판독 
가능하므로 BS 만이 거리정보와 노드정보를 매칭시킬 
수 있으며 노드 A 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노드 A 의 위치를 
BS 이외에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노드 A 의 위치정보

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노드 A 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지 않고 베이스스테이션이 노드 A 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대상노드 A 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
해 제안하 다. 반면에, BS 에서는 노드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 방법에서 우리는 노드 센트로이드와 인프라스

트럭쳐 센트로이드에서의 대상 노드의 위치 노출방지

기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 다. 
제안 방법은 특정한 대상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

해야 하나, 대상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당사자

가 수정하면 안 되는 경우 즉,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범죄자 감시시스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 방법의 분석과 더
불어 실내 및 실외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했을 경우

에 대해 분석 및 시뮬레이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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