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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의 궤  정보를 보호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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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based Trajectory Cloaking Method for protecting Trajectory privacy 
in Location-bas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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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LBS(Location-based Services)기술의 발달로 사용자의 치를 보호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LBS를 사용하기 해서

는 사용자의 정확한 치 데이터를 LBS 서버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치를 서버에게 공개하면 서버는 사용자의 치

를 악할 수 있다. 한 사용자의 치 데이터가 지속 으로 서버에게 공개 된다면 질의자의 이동 궤  한 노출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GTC (Grid-based Trajectory Cloaking) 기법을 제안한다. GTC 기법은 사용자가 목 지 까지 경로와 사용

자가 원하는 라이버시 벨 수  (UPL : User’s desired Privacy Level)의 그리드로 분할 한 뒤 클로킹 역을 설정해 랜덤으로 질의한

다. GTC 기법은 순차 인 궤  k-익명화기법 보다 질의 처리 비용을 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 수 없는 궤 을 생성해 궤  노출 
확률을 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 다.

☞ 주제어 : 치기반 서비스, 궤  정보 보호, 클로킹, 랜덤한 질의

ABSTRACT

Rece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LBS (Location-based Services) technology, approaches of protecting user's location have 

gained tremendous attentions. For using LBS, users need to forward their real locations to LBS server. However, if the user sends his/her 

real location to LBS server, the server will have the all the information about user in LBS. Moreover, if the user opens it to LBS server 

for a long time, the trajectory of user may be released. In this paper, we propose GTC (Grid-based Trajectory Cloaking) method to 

address the privacy issue. Different from existing approaches, firstly the GTC method sets the predicting trajectory and divides the map 

into 2
n
*2
n
 grid. After that we will generate cloaking regions according to user's desired privacy level. Finally the user sends them to 

LBS server randomly. The GTC method can make the cost of process less than sequential trajectory k-anonymity. Because of confusing 

the departure and destination, LBS server could not know the user's trajectory any more. Thus, we significantly improve the privacy 

level. evaluation results further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ur GTC method. 

☞ keyword : Location-based services, Trajectory information protection, Cloaking, Random query

1. 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속히 증가함에 따라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치 기반 서비

스 (LBS : Location-based Service)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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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BS는 LBS 서버가 모바일 사용자의 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 한 POI (Point of 

interest) 찾기, 네비게이션, 치 추 , 지도 서비스 등 다

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3]. 

그러나 질의자가 LBS를 제공 받기 해서는 자신의 

치 정보를 서버에게 공개해야 한다. 질의자의 치 정

보를 서버에게 송하면 서버는 질의자의 정확한 치를 

악할 수 있다. 한 질의자의 치 정보가 지속 으로 

서버에게 공개된다면 질의자의 궤  (Trajectory)이 노출 

될 수 있다. 를 들어 모바일 사용자가 출발지에서 목

지까지 특정 구간에 해서 질의를 요청 한다고 가정하

자. 서버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질의 지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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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정보들의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측

할 수 있다. 악의 인 공격자에게 궤 이 노출된다면 사

용자의 생활패턴이나 집과 직장의 주소가 노출되고, 이

에 갔던 병원의 정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LBS를 사용할 때, 치 정보

뿐만 아니라 치 정보의 집합인 궤  정보를 보호하는 

것 한 요하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궤

을 보호하기 해 그리드 기반의 궤  클로킹 역 

(CR : Cloaking Region)을 생성하는 GTC (Grid-based 

Trajectory Cloaking)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기법인 궤  

k-익명화 기법은 질의 요청을 질의자의 치에 따라 순차

으로 하는 반면 제안하는 기법은 랜덤하게 질의를 요

청함으로서 궤 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한 정보 등을 

숨길 수 있다. GTC 기법은 모바일 사용자가 이동하기 

에 서버로부터 지도정보를 받아 장하고 출발지부터 목

지까지 측 경로를 설정한 후 해당 궤 을 그리드구

조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이어 사용자의 라이버시 요구

에 따라 그리드를 계층  분할한다. 그리드에서 라이버

시 벨 선택폭 은 L1 ~ Ln까지 이며, 사용자가 원하는 

라이버시 벨(UPL : User’s desired Privacy Level)은 Lx이

다. 를 들어 그림 1은 체 그리드 간격을 23 으로 분할

한 (2
3*23) 그리드로 분할한 뒤 질의자가 UPL을 L2로 설정

하여 CR이 (2*2) 그리드로 랜덤하게 질의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질의자가 서버에게 이동하고자하는 목 지까지 질의

를 랜덤하게 요청함으로서 사용자의 궤  정보를 보

호하 다.

- 기존 궤  k-익명화 기법[8]의 불규칙한 CR이 아닌 

균일한 CR으로 질의 처리를 해 처리비용을 다.

- GTC 기법은 익명 서버를 제거함으로서 악의 인 익

명 서버로부터 질의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우리는 실험을 통해 질의자의 궤  정보 보호의 우수

성을 증명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궤 을 보

호하는 련 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그리드를 이용

하여 사용자의 궤 을 보호하는 기법에 해 서술한다. 4

장의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기법과 기존기법의 성능을 비

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GTC 기법 

(Figure 1) Example of GTC Method

2. 련연구

일반 으로 LBS 질의는 스냅샷 (Snapshot)과 연속 인 

질의 (Continuous query)로 분류된다[5]. 스냅샷 방식은 

LBS 서버에게 치를 한번만 보내 가까이에 있는 객체를 

찾을 때 주로 사용된다. 치를 보호하기 한 클로킹 기

법에는 k-익명화  더미 (Dummy)를 이용한 익명화 등이 

있다[6-7]. k-익명화 기법은 사용자와 인 한 (k-1)의 다른 

사용자와 묶어 LBS 서버에게 CR으로 질의해 사용자의 

치를 보호하는 기법이다. 더미를 이용한 익명화는 사용

자 주변에 인 한 (k-1)의 사용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의 지역에 더미를 생성해 사용자의 치와 더미의 

치를 LBS 서버에게 보내서 사용자의 치를 보호하는 

기법이다. 

연속 인 질의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LBS 서버에게 

목 지까지 연속 으로 질의를 요청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스냅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냅샷의 치를 

연결하게 되면 사용자의 궤 이 구성된다.

연속 인 질의, 즉 궤 을 보호하기 한 클로킹 기법

에는 궤  k-익명화기법과 더미 궤  생성 기법이 있다. 

이 제안한 궤  k-익명화 기법[8]은 익명 서버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질의자와 유사한 궤  정보를 받은 

후 궤  안에 k-1의 다른 사용자의 질의 치를 묶어서 랜

덤하게 질의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익명 서

버를 사용하고 질의자 주변에 사용자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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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먼 거리의 사용자와 묶일 경우 CR이 커져 검색 상 

데이터가 증가하여 질의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8-12]. 더미 궤  생성기법은 실제 사용자의 궤 을 

기 으로 회  각도를 정해 주어 그 각도를 기 으로 더

미 궤 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그림 2는 실제 사용자 궤

 (Tu)을 기반으로 생성된 더미 궤  (Td1, Td2)들을 나타

낸다. 그러나 더미 궤 이 생성될 때 사용자 궤 을 기반

으로 교차 을 생성해 회 하기 때문에, 이 교차 들을 

연결 한다면 실제 사용자의 궤 과 유사한 궤 이 생성

되어 사용자의 궤 이 노출될 수 있다[13-15].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의 궤  노출 확률을 이기 

해 균일한 CR을 생성해 랜덤하게 질의처리를 해 사용자

의 궤 을 숨기고자 한다.

(그림 2) 실제 사용자 궤  Tu와 더미 궤  Td1, Td2 

(Figure 2) Real user trajectory Tu and dummy 

trajectory Td1, Td2

3. GTC 기법

3.1 시스템 모델

기존 시스템 구조는 LBS 서버, 익명 서버, 모바일 사용

자로 구성된다[8]. 그러나 익명 서버는 신뢰할 수 없는 존

재이며, 만약 익명 서버가 공격 받는다면 체 는 일부 

서비스의 단을 가져오는 단일 장애지  (Single point of 

failure)이 발생할 수 있다[5]. 따라서 우리는 그림 3과 같

이 사용자의 궤  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사용자와 LBS 

서버 사이에 익명 서버를 제거하는 시스템 구조를 새로

이 제안한다.

질의자가 측 경로를 선정하기 해서는 지도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질의자가 LBS 서버에게 지도 정보

를 달 받기 해 LBS 서버에게 자신의 치 정보를 보

냄으로써 자신의 치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우리는 질의자가 LBS 서버에게 로드캐스트 방식으

로 지도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을 가정한다. 로드캐스트 

방식의 장 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치 정보를 노출하

지 않고 지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 시스템 구조

(Figure 3) System structure

3.2 그리드 기반 궤  클로킹 기법

(GTC Method)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궤 을 보호하기 한 GTC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4는 사용자 (★로 표시)가 자신이 

원하는 목 지까지 이동하고자 할 때, t1 ~ t6 구간에 따라 

사용자를 제외한 (k-1) 사용자 (○로 표시)와 묶여 k가 3을 

만족하면서 목 지까지 도달하는 를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k-익명화 기법으로 궤 을 보호하면서 질의를 요청

할 때, 일부 클로킹 지역은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와 인

한 곳에 있지 않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다른 사용자와 

함께 CR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CR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e.g., t2: 9칸, t4: 12칸 등). CR이 커진다면 LBS 

서버가 처리해야 되는 작업량은 실제 사용자 궤 에 따

른 질의 처리 작업량보다 증가한다. 반 로 CR이 작아진

다면 그에 따른 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GTC 기법을 제안한다.

GTC 기법은 세 단계로 실행된다. 첫째, 사용자는 이동

하기 에 LBS 서버로부터 받은 지도 정보로 측 경로

를 설정한 후, 질의자가 지도를 그리드로 분할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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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익명화를 이용한 궤  보호

(Figure 4) Trajectory protection using 3-anonymity

UPL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라이버시 벨에 따른 

CR을 설정해 랜덤하게 질의를 처리 한다.

정의 1 (그리드 분할). 그리드는 i*i 그리드로 i=2n으로 

정의한다. 를 들어 n 값이 3인 경우 8*8 그리드로 분할

된다.

정의 2 (UPL). UPL은 n값에 의해 L1~Ln까지의 선택폭

이 설정되며, CR의 크기는 (2
n-1*2n-1)으로 설정된다. 를 

들어 n값이 3이라면 라이버시 벨 선택 폭은 L1 ~ L3

이며, CR은 (1*1) ~ (4*4)에서 결정된다.

알고리즘 1. Grid-based Trajectory Cloaking Method

Input : n, Lx (원하는 라이버시 벨 값), t1∼tmax (질의 시간)
Output : tj (랜덤한 질의 시간)
01: LBS 서버로부터 받은 지도 정보 확인;
02: 목 지 까지 최단 측 경로를 설정;
03: grid(n)=2n * 2n ; //2n * 2n 그리드로 분할

04: Privacy Level=( L1 ≤ Lx ≤ Ln ) ;
05: UPL = Lx ; //사용자가 원하는 라이버시 벨 설정
06: for( i=1 ; i ≤ tmax ; i++ )
07:   CRi = 2

x-1 * 2x-1 ;
08:   CRi = ti ;
09: end for
10: for( i=1 ; i ≤ tmax ; i++ )
11:   tj = rand()%tmax+1 ;     
12:  if(t[1∼j] == tj+1)
13:    tmax-- ;
14:  end if
15: end for
16: return tj ;

  

  

   (a) 측 경로 설정       (b) 라이버시 벨 설정 

(그림 5) 측 경로  라이버시 벨 설정

(Figure 5) A set of predicted path and privacy level

3.3 k-익명화 기법과 GTC 기법 비교

단계 1 : 측 경로 설정 후 그리드 분할 

첫 번째 단계에서 최단 측 경로를 설정 한 후 정의 

1을 통해 그리드를 분할한다. 그림 5 (a)에서는 사용자 

(☆로 표시)가 이동하고자 하는 목 지까지의 최단 측 

경로를 설정한 뒤, n값이 3인 8*8 그리드로 분할된 것을 

보여 다 (알고리즘 1, 1~3 ). 측 경로는 LBS 서버에

게 받은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 에 자주 갔

던 경로와 재 치를 고려해 측 경로를 설정한다[11].

단계 2 : 라이버시 벨 설정 

두 번째 단계에서 UPL을 설정한다 (알고리즘 1, 4~9

). 그림 5 (b)는 라이버시 벨을 L2로 설정 해 CR의 

크기가 (2*2)의 그리드로 설정된 것을 보여 다. CR을 

UPL에 따라 설정해주면 기존의 k-익명화 방식보다 균일

한 CR이 생성되어 불필요한 처리 작업량을 이는 것뿐

만 아니라 UPL을 설정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궤  보호에 

만족할 수 있다.

단계 3 : 랜덤한 질의 처리

라이버시 벨에 따른 CR이 생성되면, 측 경로에 

따라서 질의를 랜덤하게 처리한다 (알고리즘 1, 10~16 ). 

그림 6 (a)는 순차 인 k-익명화 기법으로 질의 했을 때 ti

와 gridi의 순서는 동일한 궤 을 보이게 되며, 그림 6 (b)

는 ti와 gridi가 섞이도록 랜덤하게 질의 했을 때의 궤 을 

보여 다.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순차 으로 질

의 요청을 하면 사용자의 이동과정이 그 로 노출되어 

체 인 사용자의 궤 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궤 의 

노출도가 높게 나타난다. 궤 의 노출도는 자신의 치를 

기 으로 질의 지 과의 연 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림 

6 (b)와 같이 랜덤하게 질의 요청을 하면 사용자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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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익명화 기법            (b) GTC 기법       

(그림 6) 질의 처리 방법에 따른  

(Figure 6) Example according to query processing 

method

하는 과정을 숨겨 궤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를 들어 10  동안 10칸의 그리드를 이동한다고 가정하

면 k-익명화 기법은 t1=grid1, t2=grid2, ..., t10=grid10의 순서

로 질의를 하게 된다. 반면 GTC 기법은 ti=gridj로 gridj의 

i는 3, 5, 2, 1, 4, 6, 8, 7, 9, 10의 순서로 사용자의 실제 

이동 궤 과 상 없이 랜덤한 순서로 질의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본 에서는 순차 인 질의 순서의 궤  k-익명화 방

식과 GTC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 다. 그리드 한 칸의 크

기는 100m
2로 가정한다. 실험 환경은 Intel CPU G550 

2.6GHz memory 2GB이고, visual C++ 6.0을 이용하여 실

험을 실행하 다. 

(표 1) 실험 데이터 세트 값

(Table 1) Experimental dataset values

파라미터 데이터 세트 값

 배열(그리드) 128 * 128
질의 구간의 
연관성(%)

10, 30, 50, 70, 90

k 1, 4, 16, 64

4.2 실험 결과

그림 7은 질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궤  노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제안한 GTC 기법은 랜덤하게 질의하기 때문에 

순차 으로 질의하는 것에 비해 체 인 질의를 알 수 없

어 궤  노출도가 25%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질의 수에 따른 궤  노출도

(Figure 7) Trajectory exposure according to the 

number of query

(그림 8) k에 따른 CR 크기

(Figure 8) The size of CR according to k

그림 8은 그리드 한 칸을 k로 놓고 k-익명화 기법과 

GTC 기법을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기법은 

라이버시 벨에 따라서 CR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때문

에 (e.g., 라이버시 벨이 2일 경우 (L2) CR의 크기 공

식인 2n-1*2n-1에 2를 입에 CR의 크기는 2*2 크기로 그리

드의 수는 4) k의 값을 2n-1*2n-1의 크기로 증가 시키고 질

의 수가 같다는 가정 하에 각각의 CR 크기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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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익명화 기법은 k의 수를 만족하기 해 원거리에 있는 

다른 사용자와 묶는 경우가 발생해 CR이 커져서 서버가 

처리해야 하는 처리 비용은 증가한다. 반면에 제안기법은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의 CR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

하는 라이버시 벨을 만족하면서 처리 비용 한 k-익

명화 보다 일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익명 서버를 제거한 시스템 모델

을 제안하여 악의 인 서버나 공격자로부터 질의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 다. 한 사용자가 직  원하는 라

이버시 벨 수 으로 CR을 생성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

을 일 수 있었고, 질의를 랜덤하게 요청해 사용자의 출

발지와 목 지를 숨겨 사용자의 궤 을 숨길 수 있었다. 

끝으로 실험 부분에서 기존 궤  k-익명화에 비해 처리 

비용  궤  라이버시 측면에서 성능이 개선됨을 검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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