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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 존
재하는 이기종 장치에 저장된 빅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에서 빅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서버간 공유된 키를 부분키로
할당하여 빅 데이터와 용자의 속성정보를 연계하여 사용자가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빅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보안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사용자가 생성한 임의의 비트 신호가 제3자에게 도청되
거나 변조되더라도 높은 안전성을 가지며, 충분한 임의의 비트를 전달하여 사용자 보안 인식 정보를 공유하는데 사
용한다. 또한, 보안 인식 정보를 생성하는 비트 수열이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쉬 체인한 값을 전
달함으로써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주제어 : 빅데이터, 접근제어, 보안, 인증

Abstract Recently, the quantity and type of data that is being processed in cloud environment are varied. A
method for easy access in different network in a heterogeneous environment of big data stored in the device is
required. This paper propose security management method for smoothly access to big data in other network
environment conjunction with attribute information between big data and user. The proposed method has a
high level of safety even if user-generated random bit signal is modulated. The proposed method is sufficient
to deliver any number of bits the user to share information used to secure recognition. Also, the security
awareness information bit sequence generated by a third party to avoid unnecessary exposure value by passing
a hash chain of the user anonymity is to be guaranteed to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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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타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사용자가 이
전 네트워크에서 제공받던 빅 데이터 서비스를 끊김없이

최근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이

계속 서비스 받기 위한 서비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

기종 장치에 저장되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손

안 기법은 사용자가 생성한 임의의 비트 수열을 해쉬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

인하여 사용자 인덱스 값과 XOR 한 사용자 보안 인식

다[1,2]. 특히,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정보를 타 네트워크에 등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던 빅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제안 기법은 사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용자가 생성한 임의의 비트 신호가 제3자에게 도청되거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 마

나 변조되더라도 높은 안전성을 가진다. 특히, 제안 기법

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은 충분한 임의의 비트를 전달하여 사용자 보안 인식 정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3,4].

보를 공유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보안 인식 정보를 생성

빅 데이터는 TB(테라바이트)단위의 데이터량으로 정

하는 비트 수열이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

의되거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

록 해쉬 체인한 값을 전달함으로써 사용자의 익명성을

므로 데이터 양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양의 증가를 넘어서서 빅 데이터는 크게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빅데이터의

데이터 양(volume), 데이터 속도(velocity), 그리고 데이

정의 및 특징을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보안 인식

터 다양성(variety) 등 세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변화를

정보를 이용한 이동 사용자의 빅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

그 특징으로 한다[5]

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보안평가와 성능

빅 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평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바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

2. 관련연구

측면에 자리하고 있다[6]. 빅데이터는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다. 그렇기에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2.1 빅데이터

할 때에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하는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

빅브라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

에 비해 그 규모가 방대하며 생성 주기가 짧고, 형태가

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수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는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한다[1]. 최근 PC와 인터넷, 모

수 있다.

바일 기기 등이 생활화 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Table 1> Character of big data environment
Division
data

hardware

software/analysis method

Standard
-Structured numerical data center

big data environment
-Unstructured data of various
-Characteristic data(SMS, Serarch keyword)
-Location data

-Storage of high price
-Database
-Data-warehouse

-Possibility of cost-effective equipment usage
such as cloud computing

-RDMBS
-Statistic package(SAS, SPSS)
-Data mining
-machine learning, knowledge discovery

-Free open-source software
-Hadoop, NoSQL
-Open source statistic solution(R)
-text mining
-Online buzz analysis(opinion mining)
-senti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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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손쉽게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 및 저장한 데이터가

관련 검색어와 댓글을 분석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람과

대한 고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즉각적인 대처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지능통

수행할 수 도 있다.

신(M2M, Machine to Machine)의 확산도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이다[7,9].

빅데이터에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오픈 소스
형태의 하둡(Hadoop)이나 분석용 패키지인 R 과 분석병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UCC를 비롯한 동영상 컨텐

렬처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

츠, 휴대전화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생성

존의 비싼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고비용의

되는 문자 등은 데이터의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형태와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시스템

질에서도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블로그

운용이 가능하다[4,8].

나 SNS에서 유통되는 텍스트 정보는 내용을 통해 글을
쓴 사람의 성향뿐만아니라 소통하는 상대방의 연결 관계
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주요 도로와 공공건물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설치된 CCTV

3. 보안인식정보를 이용한 이동 사용자의
빅 데이터 서비스 관리 기법

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 정보도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도 데이터를 양

최근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양

상 중인데 센서스(Census)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조사,

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 존

국제자료, 의료보험, 연금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산

재하는 이기종 장치에 저장된 빅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

되고 있다[10].

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빅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서버간 공유된 키를
부분키로 할당하여 빅 데이터와 용자의 속성정보를 연계
하여 사용자가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빅 데이터에 접
근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안 관리 기법을 제안
한다.

3.1 개요
[Fig. 1] U-healthcare Concept with implantable
device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가 원할 때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때,
빅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는 하나 이상이어야 하며, 서

2.2 빅데이터 특징

버의 위치 또한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환경에서 사용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3V,데이터의 양(Volume), 데

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빅 데이터 서비스를 하나의 특정

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 등의

서버 지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특징을 가진다. 빅데이터의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

빅 데이터를 서비스 받아야 한다.

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림 2은 제안 기법의 전체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

각 서버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과 다양성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빅데이터는 분산처리방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과

서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할 때 사용자는 이

거에 비해 대규모 고객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는

전 서버에서 인증 정보를 해쉬한 보안 인식자를 전달받

것이 가능해졌다. 트위터와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기업

아 사용자를 인증받아 빅데이터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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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process of proposal scheme

3.2 용어

버간 동기화를 수행하여 사용자를 인증한다.

<Table 1>]은 제안 모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
3.3.1 초기화 과정

고 있다.
<Table 1> Definition
Parameter







 , 

Definition
index number




bit number

초기화 과정은 사용자가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게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로써, 사용자는
서버에게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초기
화 과정은 2단계로 구성된다.



 hash chain
User index value
User Security Informaiton
Server

․ 1단계 :
사용자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서

SSL(Secure Socket Layer) 연결이 확립되면 사용자는
서버에게 사용자 정보(인식자, 패스워드 등)를 전달한다.

3.3 보안 인식자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 받는 사용자를 서버가 안전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제
안 기법에서는 사용자의 보안 인식자를 최소 사용자 인

․ 2단계 :
사용자는 환자는 임의의 비트 수열(0과 1로 구성된 수
열)을 식 (1)처럼  개 생성하여 서버에게 전달한다.

증 과정에서 생성하여 사용자가 다른 네트워크에서 동일
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다른 네트워크

   ≅ {  }  → {  } 

(1)

에 속한 서버가 이동한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서버
는 이전 서버에서 사용자 보안 인식자를 전달받도록 서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전달된 임의의 비트 수열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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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럼 해쉬체인  로 생성한다. 이때, 서버는 해쉬체인

인식 정보  가 정상적인 정보인지 검증하여 사용자가

 로 생성된 값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정상적인 사용자일 경우 빅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단계이다. 사용자와 서버가 동일한 보안 인

{  |  , ∈  }

(2)

식 정보  를 사용하여 중간에 도청이 없었다면 빅 데
이터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여도 무방하다.

․ 3단계 :
서버는 생성된 해쉬체인  과 사용자 인덱스 값  과
함께 식 (3)처럼 XOR한 사용자 보안 정보를 데이터베이

․ 1단계 :
서버는 이전 서버  로부터 사용자의 보안 인식 정보
 를 전달받는다. 이 때, 서버  는 사용자의 보안 인

스에 저장한다.

식 정보  가 정상적인 정보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
 =  ⊕ 

(3)

집된 비트 수열  중에서 일부를 사용자에게 공개한다.

3.3.2 타 네트워크로 사용자 이동 과정

․ 2단계 :

타 네트워크로 사용자 이동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이

사용자는 서버가 공개한 비트 수열 정보  를 확인한다.

전 네트워크에서 제공받고 있던 빅 데이터 서비스를 이
동한 네트워크에서도 원활하게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 {  }  → {  } 

(3)

받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전 네트워크에서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등록했던 보안 인식 정
보  를 이전 서버  로부터 전달받은 후 새로운 서버
 에게 전달한다.

․ 3단계 :
사용자는 서버가 공개한 비트 수열 값  이 정상이면
비트 수열 값  와 보안 인식 정보  를 해쉬하여 서버
에게 전달한다.

․ 1단계 :
서버는 사용자의 보안 인식정보를 사용자와 사용자

 (  ⊕  )

(4)

가 이동하려는 타 네트워크내의 서버  에게 각각 전
달한다.

․ 4단계 :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 ⊕  )를 확인하

․ 2단계 :

여 서버가 사용자에게 전달한 비트 수열 값과 사용자 보

사용자는 빅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서비스받기

안 인식 정보를 비교하여 정상이면 빅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자의 보안 인식 정보  를 서버  에게
전달한다.
․ 3단계 :

사용에게 제공한다.
 



(5)

 



(6)

서버  는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의 보안 인
식 정보  가 정상적인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 서버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보안 인식 정보  를 요청한다.

4. 평가
4.1. 보안평가
제안 모델은 사용자와 서버사이에 교환되는 사용자

3.3.3 검증 과정

보안 인식 정보  를 이용하여 이기종 네트워크간에 빅

검증 단계는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사용자의 보안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자가 끊김없이 서비스 받도록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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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받는다. 특히 제안 모델에서는 제3자가 보안 인
식 정보  를 도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한 비
트 수열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인식 정보  를
서버에 전달하더라도 서버가 비트 수열  과 보안 인식
정보  를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빅 데이터 서비스의 무
결성을 보장받는다. 빅 데이터를 제공받는 모든 사용자
들은 보안 인식 정보  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이 수
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와서버 사이에 공유된 키는 제3자
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사용되어 안전성과 신
뢰성이 보장받는다.

[Fig. 4] Service Delay between User and Server

4.2. 성능평가
제안 기법에서는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빅 데이터 서

5. 결론

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통신 오버헤드와
지연시간을 평가하기 위해서 OPNET 시뮬레이터를 이
용하였다. 그림 3처럼 제안 기법은 보안 인식 정보 
의 사용 유무에 따른 통신 오버헤드를 평가한 결과, 보안
인식 정보  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보안 인식 정
보  를 사용하였을 때가 통신 오버헤드가 5.6%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보안 인식 정보  를 사용하
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
가 추가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정
보는 사용자를 인식하기 위해 최소 정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처리량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빅
데이터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사용자의 보안 인식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가 서비스 받는 빅 데이터를
끊김없이 서비스 받기 위한 관리기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 기법은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서 임의의 비트 수열을
제3자가 도청하더라도 사용자와 서버간 쌍방 인증을 수
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
는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보안인식정보의 속
성을 계층화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 및 운
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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