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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이 WiFi, GPS, 3G 등 다양한 하드웨어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

이션이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사진, 전화번호, 통화목록, 위치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

보들이 생성되고, 저장되고,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폰 분실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유출 

사례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 스마트폰의 GPS와 인터넷이 결합된 위치정보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되

고 있다. 위치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허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주체와 정보사용자의 식별정보를 최소화하고, 식별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와 같은 정보는 익명화

처리를 하므로 써 개인정보노출의 피해를 줄이고, 위치정보를 저장한 서버에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모델을 제안

하였다. 제안모델을 적용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위치이력정보를 통한 이동경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

이션 개발이 가능하다.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with using hardwares such as WiFi, 3G and GPS and so on, smartphone could have 
provided a lot of applications with  novel functions rapidly. Through such applications, lots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location, personal images, and list of phone calls is created, saved and widely used. Because there is lots of 
leakage of the stored personal information due to loss of phone and application, privacy violation have been important 
issue nowadays. Smartphone with GPS and Internet provides location information. To protect the information, the 
technologies that only the authorized user can access it while inquiring the location information have been proposed. In 
this paper, to minimize the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location information subject and information user and 
anonymize the identifiable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 we proposed a model that can reduce the leakage of 
information and avoid the wrong usage of the stored information in the server. This technique will be used for  protecting 
privacy when developing the application that provides routing service through location history information.

키워드 : 익명성, 위치기반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보호

Key word : Anonymity, LBS, Privacy Protection,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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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국의 90%이상이 핸드폰

을 사용하고 성인의 56%가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스

마트폰의 사용하고 있다[1]. 가트너[2] 리포트에 따르

면 전세계 휴대폰의 판매량이 2012년 4분기에 4.72억
이고, 스마트폰이 2.07억으로 증가한다. 애플의 앱스토

어나 구글의 Play 스토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 상에서 실행하여 편하게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5]. 수 많은 개발자들이 안드

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하여 구글 Play 스토어

[6]에 소스 검증 없이 등록하고 있다. 스마트 폰 사용자

는 스토어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을 신뢰하고 사용함

으로 써 주소록, 전화번호, 사진, 위치정보등 다양한 개

인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타베이스와 외장 메모

리(SDCard) 등에 저장한다.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 정보, 
이메일 주소, 가족 사진 및 전화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

보들이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어 있

다. 폰 분실이나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저장

된 정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3]. 
현재, 구글(Google)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API

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개발자들이 스마트 폰에 내장되

어 있는 하드웨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GPS 모듈을 이용한 스마

트폰 사용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통신 

사업자 및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 위

치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한 유출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

[5]. 노출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위치정

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들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7-8].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는 

위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에 있는 사용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위치정보 노

출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의 식별정보를 익명화 처리하여 

서버에 사용자 위치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모델을 제안

하였다. 제안모델은 서버의 내부사용자에 의해 위치정

보가 유출되더라도 식별정보가 익명화되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위치정

보 기반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등 기존 시스템의 취약

점을 언급하고 3절에서는 익명성을 활용하여 프라이버

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안모델을 제안하고, 4절에서는 

제안 모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한다. 5절에서는 결론

과 향후연구를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2.1.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모듈을 활용하여 사용자

의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

원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는 현재 증강현실을 통해 상업적으로 서비스되

고, 안전 및 구난 서비스, 추적서비스, 물류 및 관제 서

비스, 교통 및 항법 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

다[9](표1). 

표 1.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Table. 1 Location based Service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개인

안전 및 구난 

서비스

구조요청, 가족안전위치서비스, 
기상예보

주변정보 서비스
상점, 엔터테인먼트 시설, 차량 

관련시설, 숙식 시설 정보 등

추적서비스 친구, 가족 찾기, 유명인 찾기

교통, 항법   

서비스

최단 경로, 구간속도, 교통노선 

정보 제공,   최적 경로

광고 및 상거래 

서비스

할인쿠폰, 티켓예매, 광고 

상거래 등

기관

안전 및 구난 

서비스
현장 노동자 응급서비스

추적서비스
차량 위치추적, 영업사원 위치 

파악 및 관리

교통, 항법   

서비스
화물차량 항로 제공

<자료: KISA, 위치정보의 활용현황 조사분석, 2006>

2.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결제시스템 등의 사

용이 증가되면서 관련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사

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0]. 뿐만 아니라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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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역공학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조 

등을 파악하면 다양한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11]. 스
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유출이외에도 원격제어, 과금 유

도, 유해사이트 접속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스마트폰

의 GPS모듈을 활용하여 수집되는 위치정보로 인해 발

생 가능한 공격을 (표2)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7]. 악의

적인 3자에 의해 위치정보의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이 

제기 되고, 폰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

에 의한 노출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2. 위치정보 시스템 공격 

Table. 2 Attack on the Location Information System

공격 형태 공격 목적

비인증 

취득자
- 스마트 사용자의 위치 파악

인증된 

취득자

- 허용된 위치정보의 범위보다 높은 정확도의 

위치 획득 

- 위치정보를 노출하거나 동의된 것 이상 

추적하는 경우

제 3자

- 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가 배포되는 것을 

막는 경우 

- 위치정보를 수정하고나 파괴하고자 하는 경우 

- 허용되지 않은 제3자에게 redirect하고자 하는 

경우 

- 시스템 자체를 멈추게 하고자 하는 경우

2.3.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존 시스템 

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GPS 모듈을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서

버에 전송한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간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저장된 개인정보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공격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존 시스템의 경우, 자신의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위치정보에 대

한 개인의 시간대 및 지역 설정의 부재로 인해 새로운 

침해 가능성을 야기한다. 사용자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 선택

을 편리하게 하고, 제공시간이나 영역 설정을 부여해

야 한다. 

그림 1은 장원준이 제안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시

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7].

그림 1. 기존 시스템 구조

Fig. 1 The existing System Structure

  

그림 2. 접근허가 목록

Fig. 2 Access Permission List

그림 3. 위치정보 조회

Fig. 3 Location Information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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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위치정보 주체인 폰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의 ID와 스마트폰 번호를 스마트 

폰안에 있는 데이타베이스 SQLite 에 저장하고, 작성된 

목록을 서버에 제공한다. 그림 3은 다른 사람의 위치정

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서버에 사용자 인증이 

끝나고,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서버에 저장된 접근허가목록에 자신이 있다면 위치정

보를 제공하고, 없을 경우에는 접근을 불허한다. 
사용자인증은 OTP 방식으로 하고, 위치정보주체가 

작성한 허가목록에 의해 정보 접근제어를 했지만 정보

를 저장하는 서버에서 위치정보와 함께 개인 식별정보

(핸드폰, 이메일 주소 등)이 저장되어 서버 관리자에 의

해 유출가능성이 존재한다. 

Ⅲ. 제안 모델 

폰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수집된 

정보는 위치 관련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위치정

보에 대한 사업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주체의 식

별정보를 가능한 익명화하여 저장하므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1. Accesss Control List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

의 위치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는 주체가 알

고 있는 지인 중심으로 구성된다. 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보 접근 허가 목록을 작성

하므로 편리성을 도모하고, 작성에 따른 오류를 차단할 

수 있다. 정보 유출의 대부분 관리자나 사용자의 실수

로 비롯되는 사례가 많다. 즉, 자신의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별하여 작성하는 것이 주체 실수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추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음

은 접근제어목록(ACL : Accesss Control List)를 작성하

여 위치관리서버에 전송하는 과정이다. 

1. 위치정보주체의 전화번호목록을 조회한다. 
2.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후 접근을 허가해 줄 사용자

목록을 작성한다. 

3. 전화번호를 익명화 처리를 한다. 11자리의 전화번호

에서 2~4의 번호를 * 표시를 함으로써 주체가 확인 

가능할 수준으로 익명화 처리한다. 예를 들어, 폰 번

호가 010-1234-5678 일때 010-12**-5678로 대치하

지만 정보주체는 몇개의 정보만으로도 식별이 가능

하고, 목록내에서 충돌가능성이 적다. 
4. 정보주체의 ID(=hash(tel) : 주체의 전화번호의 해시

값)과 함께 익명화 처리가 된 사용자의 전화번호 목

록을 위치관리서버에 전송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

게 자신의 위치정보를 접근허용해야 할 경우가 존재한

다. 택배기사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앱(App)의 

경우, 송장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고, 자신의 위

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 목록을 배송지의 연락

처를 근거로 ACL을 작성하면 택배 수령자는 기사의 위

치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다. 

3.2. OTP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개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이라는 보안절차가 필요하다. 주체의 ACL에 등록된 사

용자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주체의 위치정보에 대한 프

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다. 

3.2.1. 회원가입

위치정보의 주체나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접근자의 식별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만 저장된 위치

정보와 연계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이 

가능하다. 제안 모델에서는 ID를 자신의 스마트폰 번호

의 해시값으로 생성한다. 위치관리서버에 스마트폰 번

호의 해시값과 비밀번호 h(ID⊕PS) 이외의 식별을 위

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비밀번호 분실 요청시 임

시 비밀번호를 SMS 이용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3.2.2. 사용자인증

자신의 위치정보의 접근제어목록을 제공하거나 다

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조회할때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인증이 필요하다. ID/PS 기반의 인증은 무선

으로 데이타를 전송하므로 노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
를 위해 PS(비밀번호) 전송없이 변경되는 정보값인 일

회성 패스워드(OTP) 방식의 사용자인증을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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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TP를 이용한 사용자인증

Fig. 4 User Authentication using OTP

그림 2에서 보듯이 ID와 OTP 값만 서버에 전송하여 

인증을 받기 때문에 PS 노출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

진다. 전송되는 ID와 난수 N을 알아도 공격자가 PS를 

모른다면 h(ID⊕PS)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

한 OTP 값을 알아낼 수 없다. 

3.3. 익명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보호모델

그림 3은 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허락한 사용자만

이 접근을 허용하고, 위치정보를 최소한의 정보만을 

저장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안 모델

이다. 

그림 5. 제안 모델

Fig. 5 The proposed Model

단계 I. 
택배기사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자신의 

위치를 필요에 의해 가족, 동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주체인 개인이 서비스 업체

의 위치관리서버에 ACL를 등록한다. 

단계 II. 
1. 정보 사용자는 위치관리서버의 처리모듈에 자신의 

ID와 위치 조회를 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핸드폰번

호를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한다. 
2. 사용자의 ID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요청한 정

보주체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하여 ACL를 조회해서 

접근이 허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허가된 사용자인 경우 GPS 정보서버에 접속하여 해

당 위치정보를 검색한다. 서비스에 따라 위치정보 이

력을 처리모듈에 전달한다. 
4. 처리모듈은 GPS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용자에

게 전송한다. 
5. 전송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정보를 LOG 파일에 기록한

다.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시 정보주체가 LOG파일을 

조회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ACL에 없는 사용자의 

접근 실패 로그 기록도 가능하다. 

Ⅳ. 모델 검증 및 평가 

개인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목

록을 작성하고 목록에 있는 사용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장원준[5]의 모델과 비교 분

석한다. 

 

(a)                       (b)

그림 6. ACL 구조 비교 분석 (a) ACL 기존모델 (b) ACL 제안

모델

Fig. 6 Comparison of ACL structure (a) ACL in the existing 
model (b) ACL in the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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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ccess Control List 구조

위치기반 서비스관련 어플리케이션은 내장 데이타

베이스 SQLite의 주소록을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한 사

용자 목록을 작성된다. 

4.2. 정량적 평가 및 비교 분석

첫째, 제안모델에서는 그림 6처럼 서버에 저장된 정

보를 최소화하고, 특히 식별정보에 관련하여 해시값이

나 익명화 처리를 통해 정보 노출시 피해를 최소화하였

다. 기존모델을 비롯하여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ID/PS 이외에도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식별정보를 그

대로 서버에 저장하여 특정인 위치정보의 노출 가능성

이 존재한다.
둘째, 이동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모델에서는 실시간 위치정보

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위치이력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

다. 영업사원 관리, 택배기사 등의 위치이력정보는 더 

나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안모델에

서 위치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

였다. 
셋째, 정보접근목록을 개인이 ACL 작성시 실수로 

인해 자신의 위치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
안모델에서는 대체로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는 전화

번호목록에 존재하므로 전화번호 목록을 가지고 접근

제어목록(ACL)을 작성하므로 편리성과 함께 실수에 

따른 유출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넷째, 서버단에서의 정보유출이외에도 정보사용자

에 의한 유출가능성도 존재한다. 제안모델에서는 LOG 
파일을 서버에 설치하여 조회한 정보사용자의 이력이

외에도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요청 목록을 작성함으

로써 향후 유출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시 정보주체의 

파일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ICT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 성능이 향상되고, 전화기

기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편리성이 강

조되면서 스마트폰에 금융정보를 비롯하여 개인사진,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게 되

었지만, 스마트폰 분실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GPS 기
능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스마트 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위치정보의 오남용이나 악의적인 접근, 위치정

보의 위변조시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악의적인 위치정보의 실시간 조

회는 개인의 위치가 감시 받는 사회로 발전되어 사회문

제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폰 분실 

및 프로그램 사용시 스마트폰 안의 개인정보를 보호하

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신의 위치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서버에 저장된 자신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제안 모델에서는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와 정보를 조회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대해 익명성 기능을 이용하여 유출피

해를 최소화하였다. 
로그 파일 및 식별정보를 최소화함으로 영업사원 관

리, 택배기사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택배 신청 및 택배 

도착시간 예측 등 위치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정책에 기반하여 스마트폰에서 

생산된 정보,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불능의 상태로 

변경하거나 정보폐기에 대한 향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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