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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PDA, 휴 폰, GPS와 같은 모바일 기기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치 기반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정확한 치정보를 가지고 LBS 서버에 연

속 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기 때문에, 심각한 개인 정보 출의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사용자의 

안 하고 편리한 치기반 서비스 사용을 한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하여 그리드 기반의 셀 확장을 통해 빠르게 Cloaking 

역을 설정한다. 아울러, 모바일 사용자의 치 노출 확률을 최소로 하는 Cloaking 역 설정을 하여, 가

치를 부여하여 라이버시 보호 수 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성능평가를 통해서 제안하는 기법이 서비스 

시간, 라이버시 보호 수 에서 기존 연구보다 우수함을 보인다.

키워드 : 개인 정보 보호,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 Cloaking 기법

Abstract  Recent development in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mobile equipment like PDA, 

cellular phone and GPS makes location-based services (LBSs) popular. However, because, in the LBSs, users 

continuously request a query to LBS servers by using their exact locations, privacy information could be in 

danger. Therefore, a mechanism for users' privacy protection is required for the safe and comfortable use of 

LBSs by mobile users. For this, this paper propose a grid-based cloaking area creation scheme supporting 

continuous LBSs. The proposed scheme creates a cloaking area rapidly by using grid-based cell expansion to 

efficiently support the continuous LBSs. In addition, to generate a cloaking area which makes the exposure 

probability of a mobile user to a minimum, we compute a privacy protection degree by granting weights to 

mobile users. Finally, we show from a performance analysis that our cloaking scheme outperforms the existing 

cloaking schemes, in terms of service time, privacy protection degree.

Keywords : Privacy Protection, Continuous Location-Based Services, Cloak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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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PDA, 휴 폰, GPS와 같은 모바일 기기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치 기반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었다. 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얻은 치정보를 유용한 정보와 결

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가 인 응용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1,2]. 치기반 서비스에서 모바일 사용자

는 GPS 등과 같은 치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치 정보를 LBS 서버에 보내어 교통 정보, 친구 찾

기, 인 한 POI(Point Of Interest) 등 다양한 종류의 

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용

자의 정확한 치정보를 가지고 LBS 서버에 서비스를 요

청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 정보 출의 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LBS 서버에 보내진 사용자의 치 정보가 유/

무선 통신상에서 유출되거나 LBS 서버를 리하는 리

자를 통해 악용된다면,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어떤 

장소에 자주 방문하는지, 한 이러한 방문이 어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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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속 인 질의처리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에 주로 이루어지는 지를 악하여, 생활 스타일, 질병 정

보 등의 사생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스토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

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3,4]. 따라서 사용자의 안

하고 편리한 치기반 서비스 사용을 한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를 한 연구 에는 K- 

Anonymity를 만족하는 Cloaking 기법에 한 연구가 존

재한다. 이 기법은, 사용자가 LBS 서버에 질의(서비스) 

송 시, 사용자의 좌표정보를 숨기기 해 K-Ano- 

nymity를 만족하면서, 최소 크기를 가지는 질의 역(이

하 Cloaking 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K-Anonymity는 Cloaking 역에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

와 그 사용자를 제외한 K-1명의 다른 사용자의 치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Cloaking 역의 설정으로 

사용자의 치 노출 확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K-Anonymity를 만족하는 기존의 Cloaking 역 설정 

기법은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연속 으로 서비스를 요청하

는 경우, 생성되는 모든 Cloaking 역에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는 존재하지만, 다른 사용자는 이동 경로에 따라 

Cloaking 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Cloaking 역의 라이버시 보

호 수 을 고려하여 연속된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Toby Xu와 Ying Cai의 연구[5]인 Advanced KAA가 

제안되었다. Advanced KAA는 연속 으로 서비스를 요

청하는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최소의 

Cloaking 역을 설정하기 해 Cloaking 역의 라이

버시 보호 수 을 계산하여 Cloaking 역을 설정한다. 

그러나 Advanced KAA는 두 가지 문제 을 지니고 있

다. 첫째, 최소의 Cloaking 역을 설정하기 하여 생성

할 수 있는 모든 후보 역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Cloaking 역을 설정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 을 지

니고 있다. 둘째, 라이버시 보호 수 을 계산하기 해 

무작  데이터 샘 링을 통하여 사용자의 확률 값을 계

산하기 때문에, 이  Cloaking 역에 포함된 많은 사용

자가 설정한 Cloaking 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 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

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기법을 제안한

다. 이 기법은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하여 그리드 기반의 셀 확장을 통해 빠르게 

Cloaking 역을 설정한다. 아울러, 모바일 사용자의 

치 노출 확률을 최소로 하는 Cloaking 역 설정을 하

여, 사용자에게 가 치를 부여하여 라이버시 보호 수

을 계산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K-anony- 

mity를 고려하면서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

는 기존 Cloaking 기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기존 연구

의 문제 을 개선한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

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기법을 제안하고, 4

장에서는 기존 연구와 제안하는 기법과의 성능비교를 수

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련 연구

  기존 K-anonymity를 만족하는 Cloaking 역을 생성

하는 연구들[6,7,8,9,10,11]은, 사용자가 연속 으로 질의를 

요청했을 경우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해주지 못한

다. 연속 인 질의의 경우, 모든 Cloaking 역에는 실제

로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즉, 기존 연구들은 매 시간에서의 Cloaking 역이 

K-anonymity를 만족하도록 보장해주지만, 연속 인 질

의의 경우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1은 이러한 문제 을 보여 다.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N)가 k=5를 요청한다고 가정한다. 

매 시간에서의 Cloaking 역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k를 

만족한다. 하지만, 기 Cloaking 역(T=0) 안에 포함된 

사용자들 , T=2 일 때의 Cloaking 역에 남아있는 

사용자는 N 뿐이다. 이러한 경우, 상 방은 N이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 Cloaking 역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들이, 이후 Cloaking 역에 항상 포

함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기 Cloaking 역에 포

함된 사용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Cloaking 역이 비효율

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단 이 존재한다. 그림 2는 이

러한 문제 을 보여 다. N이 k=5를 요청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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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속 인 질의처리를 해 모든 사용자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문제

T=0일 때 Cloaking 역에 포함된 사용자는 S(A) = 

{N, A, B, C, D}이므로, 이들은 매 시간 Cloaking 역

에 포함되어야 한다. T=1, T=2의 Cloaking 역은 이들

을 경계로 한 Cloaking 역을 생성한 모습을 보여 다. 

이 때, 매 시간에서의 Cloaking 역은 기 Cloaking 

역에 속한 사용자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요구한 k

를 만족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Cloaking 역

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다룬 연구로는 Toby Xu와 Ying Cai

의 연구[5]가 유일하다. 일반 으로, 기 Cloaking 역

에 포함된 사용자들을 항상 포함하며 Cloaking 역을 

생성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Cloaking 역의 크기는 커

지며, 새로 포함된 사용자의 수 한 증가하게 된다. 이

들은 새로 포함된 사용자들이 Anonymity에 기여하는 수

을 계산하여, K-anonymity를 만족하는 최소의 원을 

찾아, 이를 Cloaking 역으로 결정하는 Advanced 

KAA(K-anonymity Area)를 제안하 다. Advanced 

KAA는 Cloaking 역의 라이버시 보호 수 을 측정

하기 해서 엔트로피(entropy)를 사용한다. 엔트로피는 

Cloaking 역 안에 있는 사용자들 에서 실제로 질의

를 요청한 사용자가 구인지 알기 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사용자 N을 한 Cloaking 역

을 A, Cloaking 역 A에 포함된 사용자들의 집합을 

S(A) = {N1, N2, …, Nm}라 할 때, A의 엔트로피는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H(A) = 
 



  (1)

  여기에서 H(A)는 Cloaking 역 A의 엔트로피를 나

타내고, (1≤ i ≤m)는 각 사용자가 실제 질의를 요청

한 사용자 N이 될 확률을 의미한다. 한, 식 (1)에 의해 

구해진 엔트로피를 식 (2)에 입하여 A의 Anonymity 

Degree를 구한다.

  D(A) = 2
H(A)

(2)

  여기에서 D(A)는 A의 Anonymity Degree를 의미한

다. 로, N이 요청한 k=4이며, 기 Cloaking 역에 

속한 사용자의 수가 4라고 가정하자. 기 Cloaking 역

에서, 각 사용자가 N이 될 확률 는 1/4로 모두 같다. 

식 (1)에 의해 엔트로피 H(A) = log4 = 2가 된다. 한, 

식 (2)에 의해 A의 D(A) = 22 = 4가 된다. 이는 N이 요

청한 K-anonymity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기 시간이 아닌 경우에 각 노드의 확률을 구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먼 , 이  시간의 

어떤 사용자가 나  시간의 어떤 사용자의 치로 움직

일 수 있는 α개의 샘 을 생성하여, 이를 통해 이동확률 

매트릭스(transition matrix) M을 생성한다. M은 이러한 

모든 움직임을 반 하며, M의 각 셀이 갖는 값 nxy는 α

개의 샘  에서, 이  시간의 사용자 x가 나  시간의 

사용자 y로 움직인 샘 의 수를 의미한다. 나  시간 사

용자들의 확률 집합은 식 (3)을 통해 구해진다.

  Pt = Pt-1 × M (3)

  여기에서 Pt는 나  시간 사용자들의 확률 집합을 의미

하고, Pt-1은 이  시간 사용자들의 확률 집합을 의미하

다.

3.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기법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설계 시 고려사항에 

하여 기술한다. 한, 이를 통해 연속 인 치기반 서비

스를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3.1 설계 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Cloaking 역을 설정하는 주체가 

Anonymizer인 앙 집 (Centralized)방식을 사용하며, 

시스템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Anonymizer란, 모바일 사

용자와 LBS 서버 간에 존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버

이다. 시스템 구조는 크게 모바일 사용자와 Anonymizer, 

LBS 서버로 구성된다. 모바일 사용자는 Anonymizer로 

사용자의 치 정보가 포함된 질의와 서비스 시간을 

송하고, 서비스 시간동안 주기 으로 모바일 사용자의 

치정보를 갱신한다. Anonymizer는 송받은 모바일 사

용자의 질의를 수행하기 해 세션 ID를 임의로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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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기법의 시스템 구조

그림 4. Advanced KAA의 후보 역을 고려한 

Cloaking 역 설정

며, 이때 생성된 세션 ID는 해당 모바일 사용자의 서비스 

시간동안 지속해서 사용된다. 한, Anonymizer는 k-1명

의 인 한 다른 모바일 사용자들의 치정보를 사용하여

(k-anonymity) Cloaking 역을 설정한 후, 세션 ID를 

통해 Cloaking 역을 LBS 서버로 송한다.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사용자를 이동 객체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

정시간에 설정된 Cloaking 역은 질의를 요청한 모바일 

사용자에게만 유효하다. 즉, k-1명의 인 한 모바일 사용

자들은 Cloaking 역의 설정을 해서만 사용될 뿐, 질

의 결과를 한 서비스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한편, LBS 

서버는 송받은 Cloaking 역을 바탕으로 요청된 질의

를 처리한다. Anonymizer는 LBS 서버에서 송된 질의 

수행 결과를 장된 사용자의 치정보를 바탕으로 필터

링 한 뒤,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정확한 질의 결과

를 송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GPS와 같은 치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사용자의 치 정보를 LBS 서버에 보

내어 질의를 수행하는 치기반 서비스를 고려한다. 하지

만 상 방(Adversary)이 사용자의 정확한 치 정보를 

알게 될 경우,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이 높아진다. 여기서 상 방이란 개인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악의 인 목 에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상

방은 유선 는 무선 통신을 감청함으로써 LBS 서버

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그가 알고자 하는 정보에 

한 사  지식을 가지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획득한

다. 심지어는 서비스 제공자 자체가 상 방이 되어 사용

자의 개인 정보를 상업  목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 

치 정보를 제 3자에게 매한다[12]. 사용자는 서비스

를 이용하기 해 지속 으로 자신의 치정보와 질의를 

LBS 서버에 송한다. 상 방은 사용자가 송한 정보와 

유지하고 있는 POI(e,g, 주유소, 스토랑)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사용자는 인 한 다

른 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한 Cloaking 역을 설정하여 

자신의 치노출 확률을 인다. 하지만 이동 인 사용

자가 연속 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의 이동 방향에 따라 Cloaking 역이 연속 으로 

설정되지만, 다른 사용자는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와 다른 

이동 경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설정되는 Cloaking 역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그림 1 참고). 이와 

같은 경우, 상 방은 연속 으로 송되는 Cloaking 역

에서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확한 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 은 Cloaking 역의 라이버시 보호 수 을 

고려하여 연속된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연구는 Advanced KAA가 유일하다. 그러나 Advanced 

KAA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을 지닌다. 첫째, 최소의 

Cloaking 역을 설정하기 하여 생성할 수 있는 모든 

후보 역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Cloaking 역을 설정하

는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Cloaking 역을 설정할 수 있는 임시 

역이 존재할 경우, 임시 역에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후보 역을 고려한 후, 최소 크기를 갖는 Cloaking 역

을 설정한다. 따라서 임시 역 안의 모든 후보 역을 

계산하기 한 Cloaking 역 설정 시간이 NP-hard, 즉 

polynomial 만큼 늘어나고, 이는 체 서비스 시간을 증

가시키는 문제 을 갖는다. 따라서 효율 으로 모바일 사

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Cloaking 역 설정 

시간을 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라이버시 보호 수 을 계산하기 해 무작  

데이터 샘 링을 통하여 사용되는 사용자의 확률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Cloaking 역에 포함된 많은 사

용자들이 설정되는 Cloaking 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한다. 를 들어, 기에 Cloaking 역 설정 시 

포함되었던 사용자들의 확률 값이 서비스 수행 시간 동

안 무작  데이터 샘 링에 의해 감소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마지막에 생성되는 Cloaking 역에 서비스를 요청

한 사용자만 남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 을 갖게 된다. 이를 해결하

기 해 이  Cloaking 역에 포함되는 사용자들이 설

정되는 Cloaking 역에 최 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2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알고리즘

  본 에서는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리드 기반 Cloaking 알고리즘에 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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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임시 Cloaking 역 설정

(a) Cloaking 역을 축소하기 한 정보를 담는 트리

   (b) 최소 Cloaking 역을 설정 결과

알고리즘은 모바일 사용자가 연속 인 질의요청 시 최소

의 Cloaking 역을 설정하는 부분과 서비스 수행 시간

동안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Cloaking 역

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  수행단계 1은 사용

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기, 즉 T=0인 경우에 그리드 기

반의 셀 확장을 통해 Cloaking 역을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수행단계 1. 서비스 요청시 K-anonymity를 만족하는 

Cloaking 역 설정(T=0)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가 치한 그리드 셀을 심으로, 

사방으로 한 셀씩 확장된 역에 치한 셀을 탐색한다. 

탐색 , 확장된 역 내에 포함된 사용자의 수(k')가 사

용자가 요구한 k 값보다 크면 셀 탐색을 단하고, 셀 탐

색을 통해 선택된 그리드 셀을 포함하는 최소 경계 사각

형을 임시 Cloaking 역으로 설정한다. 이때, 임시 

Cloaking 역을 이루고 있는 셀 개수(C)와 k'를 구한다. 

를 들어, 사용자가 k=4를 요청한 경우, 그림 5와 같이 

먼  사용자가 치한 셀을 검색하고, 그것을 심으로 

한 셀씩 역을 확장한다. 그림 5와 같이 사용자가 치

한 셀을 기반으로 두 번의 확장을 수행하여 임시 

Cloaking 역을 설정하고 C와 k' 값을 구한다. 

 사용자가 요구한 k를 만족하는 최소의 Cloaking 역을 

설정하기 해, 임시 Cloaking 역 설정 시 구해진 C와 

k'값을 최 의 한계 값으로 설정한다. 그 후, 임시 

Cloaking 역의 각 방향에 존재하는 행 는 열을 감소

시킬 경우의 C와 k'를 구한다. 이는 임시 Cloaking 역

을 이기 해 사용되며, 임시 Cloaking 역의 셀을 감

소시키기 한 우선순 는 다음과 같다. k를 만족하면서 

C가 을수록 우선순 가 높고, C가 같은 경우 k'가 많

을수록 우선순 가 높다. 우선순 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임시 Cloaking 역을 감소시키고, 이는 사용자가 요구한 

k값보다 작아지기 까지 수행한다. 우선순 에서 사용자 

수가 k값보다 크면서, 셀 개수가 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은 Cloaking 역에 한 질의 처리 후 결과 후보 집합

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아울러, 

셀 개수가 같을 때 사용자의 수가 많은 것이 우선순 가 

높은 이유는 Cloaking 역 내 가능한 많은 사용자를 포

함하여 사용자의 라이버시 보호 수 을 높이기 함이

다. 를 들어, 그림 5에서 임시 Cloaking 역의 최  

한계 값은 C=25, k'=6이 된다. 그리고 임시 Cloaking 

역의 각 방향의 한계 값을 계산하면서 임시 Cloaking 

역을 축소시키는 경우를 트리로 나타내면 그림 6(a)와 같

다. 트리의 각 노드의 값은 임시 Cloaking 역에 존재하

는 셀의 개수와 사용자의 수를 나타내며, 트리는 비 우

선 탐색으로 확장이 진행되고, 최 에 지정된 한계 값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수행된다. 한계 값을 이용한 트리 

탐색을 통해 최소의 Cloaking 역을 갖는 Cloaking 

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6(b)는 그림 6(a)의 트리를 

이용하여 설정한 최종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 서비스 요청 시 최소의 Cloaking 역을 

설정하기 한 제

  수행단계 1에서는 사용자의 질의요청 시에 빠르게 

Cloaking 역을 설정하 다면, 수행단계 2에서는 사용자

가 요청한 서비스 시간 동안, 사용자의 치 노출 확률을 

최소로 하는 Cloaking 역을 설정한다. 따라서 이  

Cloaking 역에 포함된 사용자들에게 가 치를 부여하

여,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가 요구하는 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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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을 유지하는 Cloaking 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기술

한다. 

수행단계 2.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Cloaking 역 설정기법(T>0)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 시간(T) 동안, 설정된 

Cloaking 역 안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은 각자의 이동경

로를 따라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Cloaking 

역을 설정하기 해, 설정된 Cloaking 역 안에 존재

하던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임시 Cloaking 역을 설

정한다. 를 들어 그림 7(a)는 T=i, k=2일 때 설정된 

Cloaking 역을 나타낸다. 이후, T=i+1일 때 사용자들

이 그림 7(b)와 같이 이동할 경우, 사용자(q)와 u4를 포

함하는 최소 경계 사각형을 임시 Cloaking 역으로 설

정한다. 

    (a)T= i일 때의 분포      (b) T= i+1일 때의 분포

그림 7. 사용자의 치변화를 고려한 임시 Cloaking 

역 설정

  임시 Cloaking 역이 설정되면, 효과 인 Cloaking 

역 설정을 하여 Cloaking 역의 라이버시 보호 

수 을 측정하는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엔트로피의 값을 

계산하기 해 이  Cloaking 역에 속했던 사용자가 

설정할 Cloaking 역에 포함될 확률을 구한다. 사용자의 

확률을 구하기 해서는 이동확률 매트릭스를 생성해야 

하는데, 엔트로피 값을 구하기 한 기존의 이동확률 매

트릭스는 이  Cloaking 역에 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반 하지 못하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Cloaking 역에 속했던 횟수를 고려하여 α개의 샘 을 

생성하고, 이를 이동확률 매트릭스 생성 시 반 한다. 

를 들어, 그림 7의 T=i일 때 설정된 Cloaking 역에 포

함된 q와 u4가 Cloaking 역에 속한 횟수가 각각 3회, 

2회라고 하고, α=20일 경우 생성되는 이동객체 매트릭스

는 다음과 같다. 그림 8의 (a)가 기존의 이동확률 매트릭

스(M)라면, (b)는 Cloaking 역에 속했던 횟수를 고려

한 이동확률 매트릭스(M')이다.

  그림 8의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샘 의 수와 식 (3)을 

이용하여, 설정할 Cloaking 역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확

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Cloaking 역에 포함

되었던 사용자인 q와 u4의 확률 값은 0.5라고 가정한다.

(a) 기존 이동확률 매트릭스(M)

(b) 가 치를 고려한 이동확률 매트릭스(M')

그림 8. 사용되는 이동객체 매트릭스

M.q = 0.5*8/20 + 0.5*6/20 = 0.35,   

M.u3 = 0.5*5/20 + 0.5*8/20 = 0.325,   

M.u4 = 0.5*7/20 + 0.5*6/20 = 0.325

M'.q = 0.5*12/20 + 0.5*3/20 = 0.375, 

M'.u3 = 0.5*3/20 + 0.5*7/20 = 0.25,    

M'.u4 = 0.5*5/20 + 0.5*10/20 = 0.375

  이와 같이, M'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확률 값

을 계산하게 되면 Cloaking 역에 포함되었던 사용자의 

확률 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Cloaking 역

에 포함되었던 사용자들이 설정할 Cloaking 역에 포함

될 확률을 높임으로써,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의 라이

버시를 보장한다. 임시 Cloaking 역에 존재하는 사용자

의 확률 값을 계산하면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가 치한 

그리드 셀을 심으로 셀을 확장하고, 확장한 셀 안에 포

함된 사용자의 수가  요구한 k값과 일치하거나 큰 경우

에는 식 (1)을 이용하여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이를 식 

(2)에 입하여 Cloaking 역의 라이버시 보호 수

을 계산한다. 계산된 라이버시 보호 수 이 사용자가 

요구한 k값보다 클 경우,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그리드 셀

을 포함하는 최소 경계 사각형을 Cloaking 역으로 설

정한다. 를 들어, 그림 7(b)과 같은 임시 Cloaking 

역과 M'를 이용하여 계산된 사용자의 확률 값을 사용하

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k=2인 경우, q와 u3이 선택된다. 

두 사용자의 확률 값을 가지고 Cloaking 역의 라이

버시 보호 수 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H(A) = -(0.375*log0.375 +0.25log0.25 ) = 1.03064

D(A) = 21.03064 =2.04293

  계산된 라이버시 보호 수 이 사용자가 요구한 2보

다 크기 때문에 q와 u3을 포함하는 최소 경계 사각형을 

Cloaking 역으로 설정한다. 그림 9는 최종 으로 설정

된 Cloaking 역을 나타낸다. 

  앞에서의 수행단계를 고려하여 설계한 연속 인 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

정 알고리즘은 그림 10과 같다. 먼 , Cloaking 역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치정보, 라이버시 보호 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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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라이버시 보호 수 을 고려한 

Cloaking 역 설정

서비스 시간 T를 입력받는다. 다음으로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가 치한 셀을 검색하여, 그것을 심으로 사방으

로 한 셀씩 확장하여 역을 탐색한다. k개 이상의 사용

자를 포함하는 셀을 탐색한 뒤, 그들과 질의 요청자가 

치한 셀을 포함하는 최소경계사각형을 임시 Cloaking 

역을 설정한다. 이후 T=0이면, 임시 Cloaking 역의 셀 

개수와 포함된 사용자의 수를 구하고 가지치기를 통해 

사용자가 요구한 k값을 만족하면서 최소의 크기를 갖는 

Cloaking 역을 설정한다. T>0 경우, 계산된 라이버

시 보호 수 이 사용자가 요구한 k값보다 클 경우, 이를 

결과 Cloaking 역으로 설정한다. 이후 사용자가 요구한 

서비스 시간이 지나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알고리즘

//입력: 질의 요청자(q)의 좌표정보, k( 라이버시 보호 

수 ), T(요청한 서비스 시간)

//출력: T에 해당하는 k를 만족하는 Cloaking 역

1. q가 치한 셀 치 검색

2. for('t'( 재 서비스 시간) < T)

3. {

4. if(T == 0)

5. {

6. 역 확장을 통한 주변 셀 탐색을 통해 k-1명의 

사용자가 포함된 셀 선택

7. 선택된 셀들과 질의가 발생한 셀을 포함하는 최

소경계 사각형을 임시 Cloaking 역으로 설정

8. 임시 Cloaking 역에 포함된 셀개수(C)와 사

용자 수(k')를 최 의 한계 값으로 설정

9. 임시 Cloaking 역의 각 방향을 고려하여 사

용자가 요구하는 k값을 만족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소의 Cloaking 역을 선정하여, 결과 

Cloaking 역으로 반환

10. }   

12. else

13.     {

14. //T가 0보다 큰 경우의 Cloaking 역 설정

15. 사용자들의 치 정보를 갱신함

16. T=0일 때 설정된 Cloaking 역에 포함되었던 

모든 사용자들을 검색

17. 검색된 사용자를 포함하는 최소 경계 사각형을 

임시 Cloaking 역으로 설정

18. 사용자의 count를 고려한 이동객체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확률 값 계산

19. q가 치한 셀 치를 기반으로 k-1명의 사용

자가 포함된 셀 선택

20. do

21. {

22. 선택한 셀을 포함하는 역을 임시 

Cloaking 역으로 설정하고, entropy를 계산

23. entropy를 Anonymity degree(D)로 변환시킴

24. if(D>= k)

25. {

26. 임시 Cloaking 역을 결과 Cloaking 역으로 

반환

27. }

28. 임시 Cloaking 역을 확장하여 이웃한 사용자

를 검색

29. }while(D < K)

30. }

31.  }    

32.  Cloaking 역 설정 알고리즘 종료

그림 10.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알고리즘

4. 성능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속 인 치기반 서비스를 지

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알고리즘(Grid based 

Continuous Cloaking Algorithm(이하 GCCA))은 Micro-

soft Visual Studio.NET 2003으로 구 하 으며, Intel 

Core2 Duo CPU E4500 2.20GHz와 Ram 2G, Window 

XP상에서 성능을 평가하 다. 성능평가에 사용된 이동객

체 데이터는 Network-based Generator of Moving 

Objects[13]를 사용하여 독일 올덴버그의(15×15㎢) 실제 

도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하 다. 한, 체 역 

비 설정된 Cloaking 역의 비율을 쉽게 악하기 

하여 Cloaking 역의 최  크기는 1로 설정하 다.

 성능평가 상으로는 연속 질의 처리를 지원하는 유일

한 연구인 Toby Xu와 Ying Cai의 연구[5] Advanced 

KAA(이하 KAA) 기법을 구 하여 비교하 다. <표 1>

은 성능평가에 사용된 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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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환경

parameter range default

Node number 2000 ～ 8000 5000

Anonymity level 2 ～ 20 10

Session life time 3 ～ 7 5

Number of service 50 50

Cell size
100*100 ～ 
5000*5000

1000*1000

  KAA와의 성능 비교에 앞서, 제안하는 GCCA의 성능

은 셀 사이즈의 향을 받는다. 그림 11은 그리드 셀 사이

즈에 따른 Cloaking 역의 크기  역 설정 속도를 비

교한 것이다. Cloaking 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역의 

크기와 역 설정 속도 모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므로, 

역과 시간 양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1000×1000

을 기본 그리드 셀 사이즈로 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a)

(b)

그림 11. 그리드 셀 사이즈에 따른 Cloaking 역  

역 설정 시간 비교

4.1 K-anonymity(이하 k)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

  그림 12는 k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의 크기를 비

교한 것이다. 두 방법 모두 k가 증가할수록, Cloaking 

역은 증가하 다. 특히, k가 커질수록 GCCA는 KAA보

다 Cloaking 역이 증가하 으며, GCCA의 평균 

Cloaking 역은 0.000778로 KAA의 0.000677보다 약 

1.15배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AA가 Cloaking 

역으로 K-anonymity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원을 찾는 

반면, GCCA는 기 Cloaking 역에 포함된 모바일 사

용자들을 포함하는 Cloaking 역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가 커질수록 GCCA가 유지하려는 모바일 사용

자들이 많아져, Cloaking 역이 크게 설정되었다.

  그림 13은 k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 설정 시간을 

보여 다. 두 방법 모두 k가 증가할수록, Cloaking 역 

설정 시간이 증가하 다. 하지만, GCCA는 그리드 기반

으로 빠르게 모바일 사용자를 검색하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 을 통해 후보 원 역을 생성하는 KAA에 비

해 빠른 역 설정 성능을 보 다. GCCA의 평균 

Cloaking 역 설정 시간은 0.4273으로 KAA의 2.8673에 

비해 약 6.7배 좋은 성능을 보 다. 

그림 12. k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 크기 비교

그림 13. k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설정 시간 비교

  그림 14는 k 변화에 따른 질의 처리 시간과 총 서비스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Cloaking 역은 KAA가 GCCA에 비해 작게 설정되었

다. 하지만, KAA의 경우, 원 역에 외 하는 사각형을 

통해 질의 처리가 수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질의 처리 시

간에서 GCCA보다 성능이 하됨을 그림 14(a)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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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평균 으로는 GCCA가 0.0252, KAA는 

0.0500로 GCCA가 약 1.98배 좋은 성능을 보 다. 그림 

14(b)는 Cloaking 역 설정 시간과 질의 처리 시간을 

합한 총 서비스 시간을 나타낸다. Cloaking 역 설정 시

간이 질의 처리 시간에 비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총 

서비스 시간은 그림 13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GCCA의 평균 총 서비스 시간은 0.4526으로 KAA의 

2.9173에 비해 약 6.4배 보다 좋은 성능을 보 다.

(a)

(b)

그림 14. k 변화에 따른 질의 처리 시간  총 

서비스 시간 비교

  그림 15는 k 변화에 따른 라이버시 수 을 측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라이버시 수 은 기 Cloaking 역

에 속한 모바일 사용자 에서, 이후 Cloaking 역에 포

함되어 있는 모바일 사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측정한 값

이다. 라이버시 수 은 다음의 <식 4>를 통해 계산하

다.

  라이버시 수  = 1 - (m-1)/(n-1) (4)

  여기에서 n은 기 Cloaking 역에 포함된 모바일 사

용자의 수, m은 이후 Cloaking 역에 포함된 모바일 사

용자의 수를 의미한다. 한, 0 ≦ 라이버시 수  ≦ 1

의 범 를 가지며, 라이버시 수  = 1은 질의 요청자가 

100% 확률로 노출됨을 의미한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

듯이, GCCA가 KAA보다 항상 더 낮은 노출 험을 보

다. 평균 으로 GCCA는 0.132417, KAA는 0.182769

로, GCCA가 약 1.4배 좋은 성능을 보 다. 이는 GCCA

가 기 Cloaking 역에 포함된 모바일 사용자에게 가

치를 둬 Cloaking 역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림 15. k 변화에 따른 라이버시 수  비교 

4.2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

  그림 16은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두 방법 모두 모바일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Cloaking 역은 감소하 다. 이는 모

바일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단  면  당 집도가 증

가하여, 보다 좁은 면 에서 K-anonymity를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모바일 사용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사용자의 수가 5000 이상일 때는 GCCA

가 KAA와 역이 유사하거나 더 작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모바일 사용자가 조 하게 모여 있을수록, 원이 

역 측면에서 갖는 장 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달리 말

하면, KAA는 모바일 사용자들이 원주에 치하는 원을 

생성하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가 집해 있을수록 원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큰 역이 선택될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성능평가에 사용된 데이

터가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임을 고려하면, 모

바일 사용자 수가 많은 경우가 실세계에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GCCA가 실용 임을 유추

할 수 있었다. 평균 으로는 GCCA가 0.0008, KAA가 

0.0007로, KAA가 약 1.14배 좋은 성능을 보 다. 

  그림 17은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 설정 시간을 보여 다. GCCA는 모바일 사용자의 수

가 증가할수록 Cloaking 역의 생성 시간이 짧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바일 사용자의 집도가 높을

수록, 보다 은 셀을 탐색하여 K-anonymity를 만족시

키는 사용자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KAA의 경우는 모바일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Cloaking 역 생성 시간도 증가하 다. KAA

는 최소의 Cloaking 역을 생성하기 해, 모바일 사용

자들로 생성 가능한 모든 원을 고려하는데, 모바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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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집도가 높아질수록 생성 가능한 원의 개수 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GCCA의 평균 Cloaking 역 설정 

시간은 0.2781로 KAA의 2.3456에 비해 약 8.43배 보다 

성능을 보 다.

그림 16.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 크기 비교

그림 17.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 설정 시간 비교

  그림 18은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총 서비스 

시간을 보여 다. 질의 처리 시간에 한 성능은 4.1 에

서 언 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이므로 생략한다. GCCA

의 평균 총 서비스 시간은 0.3053으로 KAA의 2.3980에 

비해 약 7.9배 좋은 성능을 보 다. 

  그림 19는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라이버시 

수 을 측정한 것이다. 두 기법 모두 모바일 사용자의 수

가 증가할수록, 사용자의 노출 확률이 증가하 다. 이는 

모바일 사용자가 집해 있을수록 Cloaking 역이 작게 

생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가 Cloaking 역에 새로 

포함되거나, Cloaking 역에 포함되었던 사용자가 나가

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평균 으로는 GCCA가 

0.0767, KAA가 0.1254로, GCCA가 약 1.6배 더 낮은 노

출 험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총 서비스 

시간 비교

그림 19.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라이버시 

보호 수  비교

4.3 Session life time 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

  그림 20은 session life time 수에 따른 Cloaking 역

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두 기법 모두 움직이는 모바일 

사용자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횟수가 증가할수

록 Cloaking 역이 커지는 양상을 보 다. 앞서 말했듯

이, KAA는 최소의 Cloaking 역을 찾기 때문에, KAA

의 역이 조  작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평균 으로는, 

GCCA가 0.00059 KAA가 0.00057로 GCCA가 약 1.03배 

더 큰 Cloaking 역을 설정하 다. 그림 21은 session 

life time 수에 따른 Cloaking 역 설정 시간을 보여

다. 두 기법 모두 서비스 횟수가 증가할수록, Cloaking 

역이 넓어지고, 역에 포함되는 모바일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Cloaking 역 설정 시간이 증가 다. 

하지만, GCCA가 보다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여, 

Cloaking 역 생성 시간 측면에서 KAA에 비해 우수함

을 알 수 있었다. GCCA의 평균 Cloaking 역 설정 시

간은 0.3288로 KAA의 2.4863에 비해 약 7.5배 좋은 성

능을 보 다.

  그림 22는 session life time 수에 따른 총 서비스 시

간을 비교한 것이다. GCCA의 총 서비스 시간은 0.3465

로 KAA의 2.5254에 비해 약 7.3배 좋은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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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session life time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 크기 비교

그림 21. session life time 변화에 따른

 Cloaking 역 설정 시간 비교

그림 23은 session life time 수에 따른 라이버시 보호 

수 을 측정한 것이다. 두 기법 모두 서비스 횟수가 증가

할수록, 사용자의 노출 확률이 증가하 다. 하지만, 제안

하는 GCCA가 KAA보다 항상 더 낮은 노출 험을 갖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평균 으로 GCCA는 0.087, KAA

는 0.135로, GCCA가 약 1.5배 좋은 성능을 보 다.

그림 22. session life time 변화에 따른  

총 서비스 시간 비교

그림 23. session life time 변화에 따른  

     라이버시 보호 수  비교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치기반 서비스에서 연속 인 치기

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역 설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연속 인 치기반 서

비스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하여 그리드 기반의 셀 

확장을 통해 빠르게 Cloaking 역을 설정하 다. 아울

러, 모바일 사용자의 치 노출 확률을 최소로 하는 

Cloaking 역 설정을 하여 Cloaking 역에 포함되었

던 사용자들에게 가 치를 부여하여 이동확률 매트릭스를 

생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하 다. 마지

막으로 기존 연구인 Advanced KAA와의 성능비교를 통

하여 제안하는 기법이 우수함을 보 다. 제안하는 기법은 

Advanced KAA가 모든 후보집합을 고려하여 Cloaking 

역을 생성하기 때문에 Cloaking 역이 약 1.1배 크게 

설정되었지만, 그리드 기반의 셀 확장을 통해 기존 연구

에 비해 약 6.7배 Cloaking 역을 빠르게 설정하 다. 

한, 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간 역시 기존 연구에 비

해 약 6.4배 빠름을 보 다. 아울러, 제안하는 기법은 질

의 요청자가 노출될 확률을 기존 연구에 비해 1.5배 여 

보다 높은 라이버시 보호 수 을 보장함을 보 다.

  향후 연구는 분산 환경에서 연속질의처리를 수행하는 

그리드 기반 Cloaking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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