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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암호데이터 복제거 기술은 데이터의 복 여부를 단하기 해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를 송하고 이를 기존에 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복여부를 단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 복제

거 기술의 복제거 효율성을 높이기 해 최근 블록 단 의 복제거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 단  복제거 기술의 용 과정에서 다양한 보안 이 발생하는데, 이  포이즌 어택은 무결

성  데이터 장 시 장되는 데이터에 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하나이다. 이러한 을 해결하기 해 암호화 기술을 용한 여러 기술들이 연구되어 제안되었지만 

과도하게 많은 통신 횟수와 연산이 발생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장되는 데이터의 기 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며, 연산량과 통신량에서 보다 

효율 인 암호데이터 복제거 기술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신기기들의 빠른 보 으로 

매년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2013년 4.4조 GB(Giga 

Bytes)에서 2020년 44조 GB까지의 증가가 상될 정도로 

갈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매 시각 생성되

는 수많은 데이터의 일부는 데이터 스토리지에 장되어 

보 된다. 개인 는 기업에서 수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장하기 해서는 항상 가용용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데

이터가 폐기되기 까지는 해당 데이터를 안 하게 보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를 

유지하기 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같은 데이터를 한 번만 장하여 스토리지

의 장 효율을 높이는 기술인 데이터 복제거 기술이 

연구되었다[1]. 

  데이터 복제거 기술은 다수의 사용자가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장하려 할 때 스토리지를 탐색하여 이미 장

되어있는 데이터인지를 악하고, 이미 장되어있는 데이

터라면 해당 데이터의 주소 값만을 참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

토리지에 복된 데이터가 장되지 않아 장효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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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반면 데이터 복제거의 가장 큰 문제 은 데이터의 기

성 유지이다. 데이터 스토리지에 장된 데이터는 공격

에 의해 데이터가 탈취되었을 경우 기 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장된 데이터는 암호화가 용되

어야 한다. 데이터의 암호화가 용될 경우 암호화 키에 

따라 생성되는 암호문이 달라 암호화 된 데이터의 비교가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 데이터 복제거 기술은 두 데이

터를 비교하여 같은지를 단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기술들이 연구되었지만 기존에 연구된 기술들은 통

신 횟수, 연산량이 비약 으로 많거나 보안 에 취약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제안방식에서는 효율성을 높

이면서 보안 을 고려한 암호데이터 복제거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데이터 복제거

  다수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화, 음악, 응용

로그램 등 다양한 일 장된다. 이  다수의 일

들은 기존에 장된 일과 동일하거나 일부만이 변형된 

일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장될 

때 일의 데이터  동일한 부분을 반복하여 장하지 

않고 기존에 장된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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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되는 데이터가 기존에 장된 데이터와 일치할 

때마다 장 공간이 약되는 효과를 다. 따라서 데이터 

스토리지의 장 공간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동일한 데

이터를 한 번만 장하는 기술인 데이터 복제거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2.2 복제거 단

  복제거의 단 는 크게 일 단  복제거와 블록 단

 복제거로 분류된다[2]. 일 단  복제거 방식은 

일을 하나의 개체로 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빠른 복 

여부 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의 데이터

가  1bit만 달라져도 서로 다른 일로 취 되어 복제거

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제거 효율이 낮은 단 이 있다.

  블록 단  복제거방식은 일을 Chunk 는 Seg- 

ment라고 불리는 단 로 쪼개어 비교하는 방식이다. 데이

터의 일부가 달라져도 달라진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블

록은 같은 데이터로 인식하여 복제거가 이루어지게 된

다. 따라서 일 단  복제거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느

리지만 복제거 효율이 높은 장 이 있다.

2.3 복제거 치

  복제거 기술은 복제거를 수행하는 치에 따라 크

게 소스 방식과 타켓 방식으로 나뉜다[2]. 소스 방식은 사

용자 기기에서 복제거를 한 뒤 복제거 된 데이터만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송하는 방식으로 복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송되지 않아 데이터 송량이 비

교  낮다(그림 1). 반면 타겟 복제거 방식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복제거를 수행하는 방식이다(그림 2). 

복된 데이터의 양과 계없이 모든 데이터를 서버로 송

하기 때문에 소스 방식보다 비교  많은 데이터 송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 으로 사용자 단말기보다 서버의 

하드웨어가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스 방식보

다 타겟 방식이 더 빠른 복제거 속도를 보여주며, 사용

자 단말기의 부하도 게 발생한다.

2.4 복제거의 문제

  일반 인 복제거 기술은 암호화가 용되지 않은 기

술이다. 만약 데이터 스토리지에 장된 데이터가 암호화 

되지 않으면 내·외부의 공격에 의해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그림 1) 소스 복제거 방식

(그림 2) 타겟 복제거 방식

(그림 3) Convergent Encryption 기술

경우 데이터의 기 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데이터

를 암호화하여 기 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를 

용한다. 암호화 기술은 서로 다른 사용자가 각자 자신만

의 암호화 키로 동일한 데이터를 암호화 할 경우 서로 다

른 암호문이 생성되기 때문에 복호화가 이루어지기 까

지는 두 암호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반면 복제거라는 기술은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복을 

단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비교를 통

해 복제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암호

화된 데이터의 복제거를 해서는 특수한 방식의 암호

화 기술이 용되어야 한다.

2.5 암호화

  암호화 알고리즘은 사용하는 환경과 목 에 따라 다양

한 방식이 이용된다. 암호데이터 복제거에서는 암호화를 

용하기 해 복제거에 필수 인 조건을 만족하는 알

고리즘의 선택이 필요하다. 복제거에 필수 으로 요구되

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조건은 서로 다른 사용자가 같은 

데이터를 암호화 할 경우 동일한 암호데이터가 생성되어

야만 한다. 이를 해 여러 가지 기술이 이용되지만 가장 

표 으로 이용되는 기술이 Convergent Encryption(CE, 

수렴암호화)으로 원본 데이터의 해시값을 키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본 제안방식에서도 CE를 이용한 암호화를 진행

한다(그림 3).

2.6 Wang. et al

  Wang 등에 의해 제안된 기술로 Storer 등이 제안한 

Secure Data Deduplication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3][4]. 

이 기술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장할 데이터의 메타데

이터를 메타데이터 서버에 송하여 복여부를 단한다. 

이후 사용자는 복되지 않은 데이터만을 클라우드 클라

우드 스토리지에 송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

자에서 복제거를 하는 방식인 소스 복제거 방식이 

용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메타데이터 서버가 사용자에게 

업로드 할 Chunk List 보내주지만 사용자가 스토리지 서

버에 송하는 Chunk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없다. 이 때문

에 사용자가 악의 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Chunk를 

송하여 장될 경우, 추후 제 3자가 해당 Chunk를 내려받

을 때 악성코드를 같이 내려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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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포이즌 공격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블록이 독립 으로 생성되어 따로 

장되며, 장되는 두 데이터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다. 데이터의 최  업로더가 메타데

이터 서버에는 원본 데이터의 업로드를 요청하고, 스토리

지 서버에는 변형되거나 악성코드가 포함된 ·변조된 데

이터를 업로드하는 공격이다. 이 은 제 3자가 원본 데

이터의 다운로드를 요청할 경우 원본 데이터가 아닌 악성

코드가 포함되거나 ·변조된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어 제 

3자에게 원본 손실이나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5].

3. 보안 요구사항

  본 장에서는 포이즌 공격을 방지하기 해 다음과 같은 

보안요소가 요구된다. 

⦁ 기 성(Confidentiality) : 스토리지 서버에 업로드 된 

데이터의 내용은 소유권이 없는 제 3자가 알 수 없어야 

한다.

⦁ 무결성(Integrity) : 송  이거나 송된 데이터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송하는 데이터

의 목록은 메타데이터 서버의 복제거 된 데이터을 기

으로 하여 변경되지 않아야 함

⦁ 효율성(effectiveness) : 복제거 기술의 장공간 효

율성을 보장하면서 복제거 처리 과정에서의 연산량, 통

신횟수에서와 보안 취약 에서의 효율성을 제공하여야 함

4. 제안방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사용자, 메타데이터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Wang 등이 제

안방식에서 통신횟수를 그 로 유지하며 업로드 되는 검

증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포이즌 공격을 방지한다.

4.1 시스템 계수

  본 제안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계수를 사용하

여 로토콜을 설계한다.

·   : 참여 객체(  : 사용자 ,   : 메타데이터 서버, 

  : 스토리지 서버)

·   : 원본 일

(그림 4) 본 제안방식의 구성 요소

·   : 복된 의 수

·   : 복되지 않은 의 수

·   : 로부터 생성된 모든 의 수

·   : 를 암호화 할 CE 암호화 키

·   : 암호화키 로 암호화 된 

·   : 의 식별자로 사용될 해시화 된 

·   : 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   : 복제거 된 의 집합

·  : 복제거 된 의 집합

·   : 일 의 식별자로 사용될 해시화 된 

·   : 사용자 의 식별자

·   : 암호화 된 의 집합

·   : 메타데이터 서버와 사용자 사이의 세션키

·   : *의 비 키( 칭키)

·   : *의 공개키

·   : *의 개인키

·   : 일방향 해시 함수

4.2 사용자

  사용자는 원본 일 로 의 식별자 , 사용자의 식

별자, 암호화된   리스트  , 암호화된 키 리

스트 를 생성한다.

  

 ⋯

  ⋯ 

,  ,    ,  를 메타데이터 서버로 송하

며, 메타데이터 서버로부터 를 받아 에 포

함된 만을 스토리지 서버로 송한다.

4.3 메타데이터 서버

  메타데이터 서버는 스토리지 서버에 장된 의 

메타데이터를 보 하며, 장되어있는 메타데이터와 사용

자가 보내  ,  를 비교하여 장된 데이터와의 

복여부를 단한다. 사용자가 보내  를 이용하여 

복되지 않는 데이터의 리스트 을 생성하여 메타데

이터 서버의 서명  과 함께 사용자

에게 송한다.

 

  메타데이터에는 원본 일 의 식별자 에  , 

, 를 연결시킨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그림 5) 메타데이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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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 방식의 로토콜

4.4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는 사용자가 보내  와 

 를 비교하여 메타데이터 서버에서 

생성한 과 사용자가 보내  의 리스트

가 같은지를 검증한다.

 



  


4.5 데이터 업로드 로토콜

  본 제안방식은 (그림 6)과 같이 총 6회의 통신으로 구성

된다.

Step 1.  사용자 는 메타데이터 서버의 공개키로 , 

를 암호화하여 메타데이터 서버로 송한다.

Step 2. 메타데이터 서버는 와 를 이용하여 

사용자 를 확인하고, 세션키 를 생성하여 해시화된 

와 함께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사용자

에게 송한다.

Step 3. 사용자 j는 를 해시화 하여 를 생성한 

뒤 로 를 암호화하여 를 생성한다. 한 

로 구성된 을 생성하고 의 목록을 사용자 j의 비

키로 암호화 하여 를 생성한 뒤 ,  ,  

 ,  를 메타데이터 서버로 송한다. 

Step 4. 메타데이터 서버는 를 복호화하여 

을 얻고 메타데이터 서버에 에 포함된 데이터와 동일

한 데이터가 장되어있는지를 단한다. 장이 되어있지 

않은 의 데이터를 목록화하여 을 생성한다. 그 

다음 스토리지 서버에서 데이터 검증에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서버의 개인키로 서명  

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송한다.

Step 5. 사용자 j는 을 확인하여 복되지 않은 

데이터 목록인 를 생성한다. 그 다음 메타데이

터 서버로부터 받은 서명값과 , 를 스토리

지 서버로 송한다.

Step 6, 7, 8.  스토리지 서버는 를 해시화한 

뒤  의 목록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변조된 데이터의 송여부를 검증한다.

Step 9.  스토리지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검

증 결과가 올바른 경우 자신의 비 키로 메타데이터 서버

의 서명값을 재서명하여 메타데이터 서버로 보낸다.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 서버는 스토리지 서버에 정상 으로 데

이터가 장 음을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장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분석 

⦁ 기 성(Confidentiality) : 스토리지 서버에 업로드 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를 용하여 기 성이 보장된다.

⦁ 무결성(Integrity) : 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를 통해 

통신 주체가 아닌 제 3자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스토리지 서버에 업로드 요청된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서

버의 서명값과 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한다.

⦁ 효율성(effectiveness) : 소스 기반의 복제거를 통해 

데이터 트래픽이 감소되고, 낮은 연산량과 통신횟수를 통

해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무결성 검증을 통해 포이즌공

격에도 안 하다.

6. 결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네트워크와 IT 기술의 발달로 PC 뿐 이를 해

결한 본 제안방식을 이용하면 은 통신횟수  연산량을 

기 해 볼 수 있다. 한 포이즌 공격과 같은 보안 에 

안 하기 때문에 보다 안 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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