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JICS) 2014. Dec.: 15(6): 09-14  9

AMV: 클로킹 역을 최소화하는 k-익명화 기법☆

AMV: A k-anonymization technique minimizing the cloaking region

송 두 희1 허 민 재1 심 종 원1 황 소 리1 송 문 배2 박 광 진1*

Doohee Song Minjae Heo Jongwon Sim Sori Hwang Moonbae Song Kwangjin Park

요    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이동 벡터(motion vector)를 이용하여 이동 인 클라이언트의 k-익명화를 지원하는 AMV 기법을 제안한다. 

AMV는 이동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클라이언트)들의 최소 클로킹 역을 만들 수 있다. 클로킹 역을 이는 주된 이유는 

서버가 공간 질의를 요청한 모든 사용자에게 다수의 객체 정보(질의 결과)를 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기존 기법
보다 AMV 기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하 다.

☞ 주제어 : 클로킹, k-익명화, 치기반 서비스, 공간 정보, 라이버시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MV scheme which supports k-anonymization by using vectors for mobile clients. AMV can produces the 

minimal cloaking area using motion vector information of users (clients). The main reason for minimizing cloaking area is a server has 

to send the object information to all users who request the spatial queri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MV has 

superior performance over existing methods.

☞ keyword : cloaking, k-anonymization, location based service, spatial data, privacy

1. 서  론

최근 GPS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들의 발 으로 치기

반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치기반 서비스는 

이동 통신망이나 성항법장치 등을 통해 얻은 치 정

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공간 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1,2]. 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로는 네비게이션, 지도 서비스, 차량 추 , 주변 건물 

정보 조회, POI(point of interest) 등이 있다[3,4].

치기반 서비스는 사용자가 서버에게 자신의 실제 

치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치 정보 등이 노

출될 수 있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바일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클로킹(cloaking) 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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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익명화 기법 등이 제안되었다[5-9]. 

본 논문에서는 [4]에서 제안한 시스템 모델(질의 요청

자 - 익명자(anonymizer) - 서버)을 용하여 서비스를 이

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치 데이터를 리한다.

질의 요청자는 클로킹을 이용함으로서 서버에게 정확

한 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k-익명화는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

와 인 한 k-1개 이상의 사용자들을 서로 묶어서 클로킹 

역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의 장 은 제 3자에게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확

률은 1/k로 일 수 있다는 이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

가 노출될 확률이 어드는 반면에 클로킹 역이 설정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공간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버는 

질의자에게 클로킹 역에 한 다수의 객체 정보(질의 

결과 될 가능성이 있는 객체 집합)를 제공해야 하는 단

을 가진다. 반면 k-익명화의 k 값을 여서 클로킹 

역이 인다면 제 3자에게 사용자의 치가 노출될 확률

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는 이동 벡터를 이용하여 k-익명

화를 만족시키면서 클로킹 역을 일 수 있는 AMV 

(Anonymization of Minimum boundary rectangle using Vector)

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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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V의 주요 기여는 다음과 같다.

- k-익명화를 만족할 때 기존 기법의 클로킹 역보다 

AMV의 클로킹 역이 작다. 따라서 서버가 AMV를 

이용하여 객체 정보(질의 결과 될 가능성이 있는 객

체 집합)를 질의자에게 제공할 경우 기존 기법보다 

은 객체 수를 수신하기 때문에 질의처리 시간을 

일 수 있다.

- 익명자가 정확한 k-익명화 클로킹을 만족하기 해

서는 지속 인 갱신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AMV

를 이용하면 익명자는 t에서 t+n까지 사용자의 치

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익명자의 갱신 비

용을 일 수 있다. 새

본 논문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클로킹

(cloaking) 역이나 k-익명화 기법에 한 련 연구를 설

명하고, 3장에서는 AMV의 클로킹 역을 이는 방법에 

하여 서술한다. 4장의 실험결과에서는 AMV와 기존 기

법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그림 1은 4-익명화 기법에 한 제를 보여주고 있다. 

k가 4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 한 사용자의 최 거리는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클로킹 역의 생성 

(Figure 1) Creation example of cloaking 

range(4-anonymization)

k-익명화  L-diversity를 고려한 그리드 기반 클로킹 

기법에서는 L-diversity를 수행하여 L개의 건물을 탐색한 

후 k-익명화를 수행하여 최소한의 넓이를 가지는 클로킹 

역을 생성한다[5]. L개의 건물을 탐색 후 임시 클로킹 

역을 설정하고 임시 클로킹 역 안에 사용자의 수를 

악한 후에 질의 요청자가 원하는 사용자 수 보다 으

면 우선순 가 높은 순서 로 범 를 확장을 한다. M. 

Mokel가 제안한 New casper는 지역 익명화를 만족시키는 

4가지 요소(정확성, 질, 효율성, 유연성)를 서술하 다[4]. 

[6]은 개인정보보호를 해 Dummy를 이용한 클로킹 기

법을 설계해 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

다. 기존의 Privacy Grid의 색인 구조에 건물의 그룹화 항

목을 추가시켜 건물을 복으로 카운트하던 문제를 해결

하 고, 각 건물 모서리에 인 한 셀을 검색한 후 k값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소 클로킹 역 설정으로 인해 개인정

보보호 유출을 해결하 다. 그밖에 k-익명화를 이용한 정

보 보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0]. 그러나 에 서술된 연

구들은 모두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3. Anonymization of Minimum 

boundary rectangle using 

Vector(AMV)

본 에서 우리는 그림 1을 기반으로 그림 2와 그림 3

에 한 k-익명화 방법을 서술한다. 그림 1은 t 일 때 q

를 포함하는 4-익명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와 

그림 3은 t+n 일 때 4-익명화를 구성한 그림이다. 그림 

2는 기존 기법의 제로서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와 인

한 사용자가 k를 만족하면, k로 묶인 사용자들은 지속

으로 k-익명화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그 이유는 인 한 

사용자들이 변경될 경우 질의를 요청한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그림 1을 기반으로 구성된 클로킹 역으로

서 그림 1은 t  일 때 k-익명화를 만족시키는 최소 클로

킹 역이며(4-익명화: C2, C3, C5, q), 그림 2는 t+n 일 때 

C2, C3, C5, q를 유지한 상태에서 4-익명화를 만족시키는 

클로킹 역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역은 t+n 일 때 k-익명화를 만족하는 클로킹 역이

다. 그림 1은 t 일 때 클로킹 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클

로킹의 면 은 25.12이다. 그림 2는 t+n  일 때 클로킹의 

면 은 128.74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기법은 

k개의 사용자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클로킹 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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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그림 3에 한 제를 보여 다.

(그림 2) 4-익명화를 만족시키는 클로킹 역 (기존 기법)

(Figure 2) Cloaking range satisfy 4-anonymization 

(orignal method)

(그림 3) 4-익명화를 만족시키는 클로킹 역 (제안 기법)

(Figure 3) Cloaking range satisfy 4-anonymization 

(proposed method)

그림 3은 이동 벡터를 고려하여 t+n 일 때 4-익명화를 

만족하는 클로킹 역을 설정한 범 를 보여 다. AMV

의 클로킹 면 은 40.82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AMV기법은 k-익명화의 클로킹 역을 기존 기법보다 효

과 으로 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비하여 사용자의 속도와 방향의 유지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서버에게 치

와 익명화 k의 정보를 제공할 때 속도와 방향 정보를 제공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유지 비용은 미미하다.

4. 실험결과 

이 장에서는 기존 기법과 AMV 기법을 성능을 측정하

고 이를 비교하 다. 모든 실험은 CPU 2.9Ghz의 로세

서와 4Gbyte의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에서 C++을 이용하

여 실험을 수행하 다. 질의자는 고정된 상태에서 인 한 

사용자들은 이동한다고 가정하 으며, 그리드 한칸의 거

리는 1m로 설정하 다.

실험 환경에 한 설정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환경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s

파라미터 설정 값

그리드 수 200*200

클라이언트 수 100

클라이언트의 이동반경 5, 10, 20, 30

k 5, 10, 20, 30

벡터의 시간(t) 1, 2, 3, 4

평균 실험 횟수 10,000

(그림 4) 클로킹 역 비교

(Figure 4) Comparison of cloaking range(k)

그림 4는 질의자가 요청한 k-익명화의 k값에 따라 클

로킹 역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 다. 실험환경은 클라이

언트의 이동반경을 10m으로 고정하고 벡터의 시간을 1  

후라고 가정한다. 기존 기법과 AMV 기법을 비교한 결과 

AMV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클로킹의 평균 면 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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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MV가 기존기법보다 우

수한 이유는 이동 벡터를 통해 얻어진 클라이언트의 이

동 정보를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킹 면 을 

일 수 있었다.

(그림 5) 클라이언트의 이동반경에 따른 클로킹 역 비교

(Figure 5) Comparison of cloaking range 

(movement radius)

그림 5는 클라이언트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반경을 변

수로 하여 기존기법과 AMV기법의 클로킹 역을 비교

한 것을 보여 다. 실험환경은 k-익명화의 k값을 10으로 

고정하고, 벡터의 시간을 1  후라고 가정한다. 기존 기

법과 AMV 기법을 비교한 결과 AMV 기법이 기존 기법

보다 클로킹의 평균 면 이 23.1%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의 이동반경이 증가할수록 기존기법

의 그래  기울기에 비해 AMV 기법의 기울기가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이동 벡터의 시간에 따른 클로킹 역 비교

(Figure 6) Comparison of cloaking range(t)

그림 6은 이동 벡터의 속도와 방향 정보를 기 으로 t

 이후에 목 지를 측한 결과를 보여 다. 즉 t  이후

에 클라이언트가 이동할 수 있는 클로킹 역을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환경은 k-익명화의 k값을 10으로 고정하

고, 클라이언트의 이동반경을 10m으로 가정하 다. 기존 

기법과 AMV 기법을 비교한 결과 AMV 기법이 기존 기

법보다 클로킹의 평균 면 이 18.4%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질의자와 이동 인 클라이언트의 k-익명

화를 만족시키는 최소 역 클로킹에 한 기법을 제안하

다. AMV 기법은 이동 벡터 정보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이동 거리를 추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 기법보다 

클로킹 역을 이면서 k-익명화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향후 연구는 사용자도 이동 객체로 설정한 후,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여 AMV 기법의 우수함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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