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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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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IT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들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데이터 
소유자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에서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블록으로 분할하여 그 중 한 블록에 대해서만 공개키 암호화 방
식을 이용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한다.

주제어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RAID

Abstract  The cloud computing is a system that provides IT resources service by using internet technologies, 
which grabs lots of attention today. Though cloud storage services provide service users with convenience, there 
is a problem in which data confidentiality is not guaranteed because it is hard for data owners to control the 
access to the data. This article suggested the technique by applying Public-Key Cryptosystem only to a block 
after dividing users’ data into blocks in order to protect users’ data in cloud system. Thus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are given to users’ data stored in cloud storag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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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라우드 컴퓨 은 IT와 련된 기능들이 서비스 형

태로 제공되는 컴퓨  스타일로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다. 재 클라우드 컴퓨  시장은 기 도입기를 거치

고 있으며 웹메일, 블로그, 웹하드 서비스, 웹호스  서비

스 등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 인 성장단계

로 진입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수 에 맞는 애 리

이션과 서비스 발굴,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 확 , 보

안에 한 우려 불식 등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

다[1]. 

클라우드 컴퓨 의 스토리지 서비스는 일반 으로 사

용자에게 높은 신뢰성과 편리함을 주는 렴한 가격의 

웹하드 서비스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그들의 

요한 개인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장하길 꺼려

한다. 이는 클라우드 서버에 장된 자신의 데이터가 다

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클라우드 컴퓨 이 리 사용되기 해서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안 하게 보호되는 환경이 우선시 된다. 한 가

지 방법으로 암호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이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안 한 암호화 기법은 아직 존

재하지 않는다. 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는데 에

는 CPU 자원이 많이 소모된다. 한 소유처가 분명한 기

존 서버와 네트워크에서도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 시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클라

우드 컴퓨 의 기술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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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 클라우드 컴퓨  

기술  보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확장성과 가용성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기본조

건 이라면, 보안성은 이 서비스가 실질 으로 상용화됨

에 있어서 가장 민하게 개입되는 요소이다. 특히 모든 

컴퓨  서비스가 고객과의 돈독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만 제공될 수 있다는 에서 보안성의 확보는 더없이 

요하다. 데이터의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외부 

보안성에 한 확실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상용화의 건이 될 것이다[2]. 

일반 으로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는 물리  자원

을 추상화하여 원하는 형태로 해당 자원을 분리․통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다. 가상화 기

술은 실제로는 한 의 서버를 여러 인 것처럼 나눠서 

쓸 수 있고, 여러 의 서버를 한 인 것처럼 묶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자의 데이

터를 블록으로 분할하여 그  한 블록에 해서만 암호

화하는 기법으로 사용자 데이터의 보호에 하여 연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보안

성 문제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에 

하여 설명을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안 성 분석에 하여 기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으로 마무리한다.

2. 관련 연구

2.1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 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IT 자

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의 비용

을 지불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을 제공하기 한 서비스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3]. 

IaaS(Information as a Service)는 서버, 데스크탑 컴

퓨터, 스토리지 같은 IT 하드웨어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

스로 빌려 쓰는 형태를 말하며, 이를 기반으로 H/W를 구

성한다.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소 트웨어 개발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 트웨어를 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응용 소 트웨어를 제작하기 한 도구

인 로그래  언어를 제공하는 수 을 넘어서 미들웨어

까지 포 하는 사용자 개발 랫폼을 제공한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를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소 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

가 인터넷에 원격으로 속해서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그림 1]은 클라우드 컴퓨 의 랫폼과 서비

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클라우드 플랫폼

가상화는 컴퓨터의 운 체제로부터 물리  하드웨어

를 분리하여 IT 리소스의 활용률과 유연성을 극 화하기 

한 추상화 개념이다. 클라우드 컴퓨 의 스토리지 서

버 가상화는 RAID 어 이 구성으로 여러개의 하드 디스

크를 연결하여 디스크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자동으

로 백업이 되게 만들어 안 성을 높인다.

[그림 2] RAID의 구성

데이터 라이버시를 제공하기 한 기술로는 데이터

를 암호화하여 장하는 방법이 있다. 정당한 키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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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만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해 볼 수 있기 때문

에 키를 모르는 공격자는 장된 암호문으로부터 그 내

용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안 성이 보장된다. 

2.2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 이슈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해 모든 자원이 공유되는 상황

은 자원의 효율성과 비용 감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동

시에 내부의 요한 데이터가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에

서 유출되거나 노출될 험을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보안 문제는 고객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안정 인 제안이 되어야 한

다[4]. 

클라우드 컴퓨  보안 이슈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사용자 에서 살펴보는 클라우드 컴퓨

 보안이슈이다. 재 IT 자원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개인 사용자들은 주로 메일이나 사진, 일 장 등의 서

비스를 이용한다. 개인 사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보안 

문제로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노출  개인의 감시, 사  

데이터에 한 상업  악용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업 사용자의 에서 살펴보는 클라우드 컴

퓨 의 보안 이슈이다. 기업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를 이용하되 자신의 데이터가 타인과 공유되는 것을 원

하지는 않는다. 한 기업이 소유한 많은 개인 사용자들

의 정보 뿐만 아니라,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수많

은 기 들이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는 훨씬 더 엄격하고 범 한 보안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5].

개인  기업 데이터에 한 기 성 보호를 해서는 

기본 으로 암호화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클라

우드 컴퓨 에서는 용량 데이터의 암호화 시 체 시

스템의 가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이러

한 상황에 합한 암호 기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한 클라우드 컴퓨 에서는 장되는 데이터와 교환

되는 메시지에 한 오류 검사가 매우 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단이나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해서는 사고 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고장 감내성  

데이터 복구 기법에 한 연구가 매우 요하다.

다수 사용자의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

경에서는 사용자에 한 인증과 권한 리 기술이 더욱 

필요하며, 다수의 사이트와 다수의 서비스를 통합 인증

하는 SSO(Single-Sing On)형태의 인증 기술이 많이 연

구 되고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자

에 한 신원확인과 사용자별로 할당된 권한에 따른 

근제어 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6][7].

<표 1>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구분 내용

기 성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유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

인  기업 데이터에 한 기 성과 데이터 암

호화가 필요함

무결성

장되는 데이터와 교환되는 메시지에 한 

오류  변조 여부 확인을 한 데이터 무결성

이 요구됨

가용성

사고로 인한 서비스 단이나 데이터 손실을 

막기 해 사고 발생시 서비스의 지속성을 

한 가용성  복구가 필요함

사용자

인증 

근제어

다수 사용자의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클라

우드 환경에서의 사용자에 한 인증과 권한 

리를 한 사용자 인증  근 제어가 필요

함

3. 제안하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 기법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원격 데이터 서� 제공졘장한

다. 그러나 졘장된 사용자의 데이터가 서� 의 리자에 

의해 복사, 이동,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터 사

용자는 데이터의 변경 내역을 알아내기가 어려우며 통제

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8].

이에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서버에 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한 근, 복사, 이동, 수정을 막는 사

용자 데이터 보호 방법에 하여 제안한다.

가장 기본 인 데이터 보호 방법은 체 데이터를 모

두 암호화 하여 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량의 데이

터를 한꺼번에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것은 시스템에 과

한 오버헤드를 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 한 

오버헤드를 이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일부만을 암호화하고 복호화 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키 리 에이 트, 업로드 에이 트, 디스

크 매니 , 다운로드 에이 트로 구성된다. 아래의 [그림 

3]은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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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 시스템의 동작 과정

모든 사용자는 사용자 등록시 키 리 에이 트에 자

신의 개인키와 을 이루는 공개키를 생성하여 등록한다. 

업로드 에이 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작 한다.

① 장하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블록으

로 분할한다.

② 분할된 블록  임의의 한 블록의 해쉬값을 생성한다.

③ 해쉬값이 생성된 블록을 키 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다.

④ 해쉬값과 암호화된 블록을 포함한 데이터 블록들

을 디스크 매니 로 달한다.

디스크 매니 는 달받은 여러 개의 데이터 블록과 

해쉬값을 스트라이핑을 이용하여 장한다. 스트라이핑

은 분할된 블록들을 여러 디스크에 분산 장하는 방법

으로 읽기와 쓰기 트랜잭션이 빈번한 클라우드 장 방

식에 당하다.

업로드 에이 트와 디스크 매니 의 동작은 다음 그

림과 같다. 

다운로드 에이 트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①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여러 개의 디스크에 장된 

데이터에 해 사용자의 다운로드 요청이 있으면 

다운로드 에이 트는 사용자의 개인키를 사용자에

게 입력받는다.

② 스토리지에 장된 데이터 블록  암호화된 데이터 

블록을 입력받은 사용자의 개인키로 복호화 한다.

③ 복호화된 데이터의 해쉬값을 생성하고 장된 해

쉬값과 검증한다.

[그림 4] 업로드 에이전트와 디스크매니저

④ 해쉬값 검증이 완료되면 복호화된 데이터 블록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블록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

여 사용자에게 송한다.

다운로드 에이 트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작한다.

 

[그림 5] 다운로드 에이전트의 동작과정

4. 제안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 기법과 기존 어 리 이션 검증  

리 기법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

로 언제어디서든 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보

안성의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장되는 

치에 해 알 수 없고 복제되는 내역을 알지 못하고 클

라우드 서버 리자가 사용자의 데이터에 임의로 근하

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들이 리자들에게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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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 데이터를 블록으로 분할하

여 그  한 블록에 해서만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하

여 암호화하여 장하므로 사용자 개인의 데이터에 한 

기 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 다. 한 클라우드 데이터 

서버에 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한 근, 복사, 이동, 

수정을 막을 수 있고 해쉬값 검증을 통하여 사용자 데이

터에 한 무결성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 한 안 성은 2장에서 설명했던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임으로써 증명한다. 

<표 3> 안전성 분석표
구분

보안

기능
내용

기 성 ○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무결성 ○

데이터 장시 생성된 해쉬와 사용자가 복

호화한 데이터의 해쉬를 검증함으로 무결

성 제공

가용성 ○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사용자 데이터 장

사용자

인증 

 근

제어

○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암호방식을 사

용하므로 사용자에 한 인증과 근 권한 

리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분할된 블록  일부

를 개인키와 을 이룬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기 성 분할된한다.

데이터의 업로드시 분할된 블록  임의의 한 블록의 

해쉬값을 생성하여 장하고 다운로드시 사용자가 복호

화된 데이터의 해쉬값을 생성하고 장된 해쉬값과 검증

하므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제공한다,

한 공개키와 을 이룬 개인키를 가진 사용자가 아

니면 데이터에 근할 수 없으므로 권한이 없는 사용자

에 의한 데이터의 오류  변조가 불가능하다. 

사용자의 데이터에 한 장방식을 여러 개의 블록

으로 분할하여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장하므로 읽기와 

쓰기와 같은 트랜잭션이 빈번한 클라우드 장 방식에 

가용성을 높인다.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암호방식을 사용하므로 개

인키를 가진 사용자만이 데이터에 근이 가능하므로 사

용자에 한 인증과 근 권한 리가 가능하다. 

5. 결 론

사용자 데이터를 클라우드 데이터 서버에 장하는 

것은 다양한 단말기와 유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지만 보안성의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자신

의 데이터가 장되는 치에 해 알 수 없고 복제되는 

내역을 알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클라우드 데이터 서버 리자가 사용자의데이터

에 임의로 근하는 것을 막는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들이 리자들에게 노출되

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들을 극복하기 하여 사용

자 데이터를 블록으로 분할하여 그  한 블록에 해서

만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장하므로 

사용자 개인의 데이터에 한 기 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데이터 서버에 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한 근, 복사, 이동, 수정을 막을수 있고 

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경우 나

타나는 시스템의 과 한 오버헤드를 일 수 있도록 사

용자 데이터의 일부만을 암호화하고 복호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블록의 일부만을 암호화하는 방식이므로 복구 시스템

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와 복호

화에 사용되는 개인키와 공개키의 효율 인 리 메커니

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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