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8, No. 8, August 2015(pp. 915-924)

http://dx.doi.org/10.9717/kmms.2015.18.8.915

1. 서  론

최근 국내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주목해야 할 

차세대 IT 트렌드 중에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IT

자원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가 제공하는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형태

의 서비스를 의미 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클라우드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경제

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클라우

드에서 제공해주는 IT자원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데

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

체적인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sensitive data)가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loud services provider)에게 

노출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데

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

기 전에 민감한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1,2,3].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활용 붐이 일면

서, 빅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기 위한 빅데

이터 분석 기법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연구되고 있

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로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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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요구 사항과 연관성이 높은 몇 개의 결과를 검

색 하는 top-k 질의는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되

고 있는 질의중의 하나이다. Top-k 질의에서 사용자

의 요구사항은 점수 함수(score function)로 표현되

며, 이러한 점수 함수들은 단조 함수(monotonic

function)라는 특징이 있다. Top-k 질의는 사용자의 

점수 함수를 이용하여, 최상위 (또는 최하위) 점수를 

나타내는 k개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반환 한다. 클

라우드 환경에서 top-k 질의를 수행하기 위한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4,5]. 대표적으로 Candan et al.이 

제안한 Rankloud는 맵리듀스 기법과 데이터 영역의 

유용성을 활용하여, top-k 질의 수행 시 wasted-

work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4]. 또한, [5]는 맵리듀스를 활용하여 top-k 질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분할 방식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기존 방식들은 암호화 기법이 적용되

지 않은 평문 데이터(plain data)에 대하여 top-k 질

의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

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2], [13]에서는 암호

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top-k 질의를 수

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12], [13]에

서 제안한 방법들은 순서보존 암호화 기법(order-

preserving encryption)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원본 데이터들의 크기순서가 외부에 노출될 위

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

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에 대

하여, top-k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준동

형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외

부에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보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와 배경 지식에 대하여 설명한

다. 3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설명

한 후, 4장에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식의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

후 연구 과제들을 논하다.

2. 문제 정의 및 배경 지식

2.1 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를 정의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시스템 구조는 Fig. 1과 같다.

대용량의 데이터들은 신뢰(trusted)할 수 있는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은 어플리케이션 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버에 해

당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컴퓨팅 자원이 제한적

이기 때문에, top-k 질의와 같이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사용자 질의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하여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아웃소

싱하기 보다는, 대용량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 저장된 대용량의 데이터들은 평문 형태

로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relation)에 저장 되어 

있다. 이때 R = {R1, R2, .... Rm}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릴레이션들의 집합이라고 가정하자.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각각의 릴레이션 Rp∈R는 기

본 키(IDp), 한 개의 민감한 데이터 컬럼(sp), 민감하

지 않은 데이터(non-sensitive data) 컬럼들(np,1, np,2,

....,np,l)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1). 즉, 릴레이션 

Rp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p(IDp, sp, np,1, np,2, ....,np,l)

이때,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top-k 질의를 요청한

다고 가정하자.

SELECT select-list

FROM R1, R2, .... Rm

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릴레이션에 여러 개의 
민감한 데이터 컬럼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Fig. 1. A system architecture u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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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equi-join-expression(ID1, ID2, ..., IDm)

ORDER BY f(s1, s2, s3, ... sm)

STOP AFTER k

f(s1, s2, s3, ... sm)는 사용자가 정의한 단조 점수 

함수(monotonic score function)에 해당하며, 사용자

는 최상위 점수를 가지는 k개의 결과에 관심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top-k 질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

자 질의와 함께 클라우드로 전송이 된다. 이때, 사용

자의 민감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암호화

를 적용한다.

Rp(IDp, s
e
p, np,1, np,2, ....,np,l)

컬럼 sp에 해당하는 값들은 암호화(sep)를 적용한 

후 클라우드에 전송함으로써, 민감한 데이터를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클라우드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맵리

듀스[14]를 이용하여 top-k 질의를 수행한 후, 결과

를 다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게 반환한다. 클라우드

에서 반환된 결과들은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먼저 복호화한 후, 사용자에게 top-k 결과를 반환

한다.

2.2 배경 지식: 동형 암호 기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연산(예, 덧

셈, 곱셈)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복호화를 수행한 후, 평문 데이터에 대하여 연

산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복호화 과정을 클라우드

에서 수행하면, 민감함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

공자에게 노출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

로, 복호화 과정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암호화된 데이터 상태에서 원하는 횟

수만큼 연산 수행을 가능케 하는 완전 동형 암호화 

기법(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 개발되었다 

[6]. 즉, 덧셈과 곱셈 연산을 보존하는 완전 동형 암호

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E(x) + E(y) = E(x+y), E(x) · E(y) = E(x · y) (1)

완전 동형 암호화 기법은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

하면서, 복호화 없이 다양한 연산을 수행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완전 동형 암호화 기법과는 달리 준동형 암호화 

기법(partially homomorphic encryption)은 암호화

된 데이터 상태에서 제한된 횟수의 특정 연산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준동형 암호화 기법은 빠른 

속도의 암호화-복호화로 인하여, 데이테베이스 암호

화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덧셈 

연산을 보존하기 위해  Paillier [9] 암호체계 기반의 

준동형 암호화 기법과 곱셈 연산을 보존하기 위해 

ElGamal 암호체계 기반 준동형 암호화 기법을 사용

한다.

3. 클라우드에서의 TOP-K 질의 처리

3.1장에서는 준동형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클라

우드 환경에서 top-k 질의를 처리하는 단순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3.2장에서는 3.1장의 단순 방법의 

질의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3.1 단순 방법: 준동형 암호화 기법 기반 단순 top-k 

질의 수행 방법

클라우드에서 준동형 암호화 기법을 이용한 top-

k 질의는 Fig. 2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Fig. 2에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top-k 질의를 요청했다고 가

정하자.

SELECT ID1, n1,1, n2,1

FROM R1, R2

WHERE R1.ID1 = R2.ID2

ORDER BY 2×s1+s2

STOP AFTER 3

그림에서 사용한 top-k 질의는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two-way 조인 질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m-way 조인 질의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 Fig. 2의 top-k 질의의 점수 

함수는 가중치가 있는 합계(weighted sum)에 해당

하므로, 덧셈 보존 준동형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민감한 데이터 컬럼(s1, s2)을 각각 암호화 한다(Fig.

2-(a)). 이때, 상수 곱(즉, 2×s1)은 준동형 암호화 기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수행함으로써, 암호화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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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는 덧셈 연산만 수행하도록 한다. 만일, top-k

질의의 점수 함수가 곱셈 연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으

면, 곱셈 보존 준동형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3.3장에서는 덧셈과 곱셈 연산을 모두 사용하는 

top-k 질의 수행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전송할 데이터는 암호화 

기법을 수행한 후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Fig. 2-(b)).

〈ID 값, 릴레이션 번호, 암호화된 값 (민감한 데이

터), 암호화되지 않은 값 (그 외의 데이터)〉

예롤 들면, Fig. 2에서 릴레이션 R2에 존재하는 튜

플 (ID2, s2, n2,1) = (7, 0.50, h)는 준동형 암호화를 적용

한 후,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7, 2, OA2F3X, h〉

이때, OA2F3X는 0.50의 암호화된 값에 해당한다

고 가정하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top-k 질

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로 전송 된다(Fig. 2-(c)).

등가 조인(equi join)을 수행하기 위하여, 클라우

드의 맵 함수는 다음과 같은 key-value로 구성된 중

간 단계의 결과를 생산한다(Fig. 2-(d)).

〈ID 값, 〈릴레이션 번호, 암호화된 값, 암호화되지 

않은 값〉〉

즉, key는 ID 값에 해당하며, value는〈릴레이션 

번호, 암호화된 값, 암호화되지 않은 값〉으로 구성되

어 있다. 맵리듀스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렬이 수행되

어 같은 key 값을 가지는 데이터들은 같은 리듀스의 

입력으로 사용된다(Fig. 2-(e)). 리듀스 함수는 등가 

조인 및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덧셈 연산을 수행

한 후 결과 값을 생성한다(Fig. 2-(f)). 이때, 덧셈 보

존 준동형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에 직접으로 덧셈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

나 준동형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비교 연산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클라우드 내에서 최

상위 점수를 가지는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맵리듀스에 의해 생성된 모든 결과들은 클

라이언트 시스템에 전송된다(Fig. 2-(g)).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서는 전송받은 결과 값을 복호화한 후,

점수 함수 값에 의해 정렬한다(Fig. 2-(h)). 마지막으

로, 최상위 값을 가지는 k개의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Top-k 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최상위 점수를 가지

는 k개의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k는 

비교적 작은 값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장에서 설명

한 질의 처리 기법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데이터 통신 오버헤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모

든 튜플들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전

Fig. 2 Naive algorithm for processing top-k qu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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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므로 데이터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한다(Fig.

2-(c)). 또한, 이로 인하여 클라우드의 결과 값을 클

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에서도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Fig. 2-(g)).

-조인 수행 오버헤드: 맵리듀스에 의해 생성된 수

많은 결과들 중에서 k개의 데이터만이 사용자에게 

반환된다. 그러므로 클라우드에서는 불필요한 조인

(즉, 사용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조인)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IT 자원을 낭비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Fig. 2-(d), (e), (f)). 대부분의 클라우

드 서비스는 IT 자원을 사용하여 사용량에 따라 지불

(Pay-As-You-Go)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이

는 사용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한다.

3.2 조인 선택도를 이용한 top-k 질의 성능 개선 방법

본 장에서는 3.1장의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클라우

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감한 데이터에 대하여 

top-k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

안한다. 먼저, 3.1장에서 사용한 top-k 질의를 예로 

들어보자. Fig. 3에서 x축은 s1, y축은 s2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작은 사각형들은 R1과 R2의 등가 조인 결과

들에 해당한다. 이때, top-k 질의의 최종 결과는 점수 

함수가 단조함수에 해당하므로 사각형의 네 모서리 

중 한곳에 위치하게 되며, 3.1장의 top-k 질의의 경우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top-k 질의의 결과들이 위치

하게 된다. 그러므로 s1, s2의 점수 분포도 및 점수 

함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top-k 질의의 결과들이 위

치할게 될 영역(Fig. 3의 점선 사각형에 해당함)을 

추정할 있으며, 이 영역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들만을 

사용하여 top-k 질의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체 데이터 영역 중 아주 작은 영역만을 사용하기 때

문에, 앞 장에서 언급한 오버헤드 문제를 크게 해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a)

조인 선택도 계산, (b) 후보 영역 선택, (c) top-k 질의 

처리로 구성된다.

3.2.1 조인 선택도(Join Selectivity) 계산

본 연구에서는 카운팅 블룸 필터(counting bloom

filter)을 이용하여 특정 데이터 영역에 대한 조인 선

택도를 계산한 후, 이를 top-k 질의 처리에 활용한다.

릴레이션 Rp(IDp, sp, np,1, np,2, ....,np,l)의 컬럼 sp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전체 영역을 v개의 균등한 배타적 

영역으로 나눈 후,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하여 카운

팅 블룸 필터(fp)를 생성한다. 이때, 컬럼 IDp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값(distinct value)의 개수를 w라 가

정하면, 카운팅 블룸 필터의 길이를 w로 설정함으로

써, 조인키 값들과 블룸필터의 비트들 사이에 일대일 

매핑이 형성 되도록 한다. 이때, h(⦁)를 조인키 값들

과 블룸필터의 비트들 사이에 일대일 매핑함수(one-

to-one mapping function)라 가정하자. 예를 들면,

Fig. 2에서, 컬럼 s1과 s2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0과 1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s1과 s2를 5개의 균등한 

배타적 영역으로 분할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릴레이

션 R1의 2번째 영역 0.2<s1≤0.4에는 두 개의 튜플

(즉, 2번째, 4번째)이 존재하며, 이 영역의 카운팅 블

룸 필터(f10.2<s1≤0.4)는 매핑 함수(h)를 사용하여 Fig.

Fig. 3 Total Data Region vs. the results of top-k query. Fig. 4. Join selectivity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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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 같이 생성할 수 있다. 유사하게 릴레이션 R2의 

두 번째 영역 0.2<s2≤0.4에 대한 카운팅 블룸 필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교차 영역(Fig. 4의 원에 해당

하는 영역)의 조인 선택도는 다음과 같이 비트 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 
 ×   ≤ 

  (2)

이때, f10.2<s1≤0.4[i]는 f10.2<s1≤0.4의 i-번째 비트의 값

에 해당한다(f20.2<s2≤0.4[i]도 유사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인 2-way 조인의 조인 선택도는 다음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릴레이션 R1의 a-번째 영역에 해

당하는 카운팅 블룸 필터를 f1a, 릴레이션 R2의 b-번

째 영역에 해당하는 카운팅 블룸 필터를 f2b라 가정하

자. 이때, R1의 a번째 영역과 R2의 b번째 영역이 교차

하는 영역의 조인 선택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하

다2).

 
  




 ×

  (3)

2) M-way 조인인 경우 유사하게 확장된다.

Fig. 5에서와 같이 교차 영역별 조인 선택도는 클

라우드 서비스의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카운팅 블룸 필터는 데이터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run-length codes를 이용하여 압축된 

상태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 클라우

드에서는 카운팅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영역

별 조인 선택도를 계산한 후(Fig. 5-(b)), 결과를 클

라이언트 시스템에 반환 한다(Fig. 5-(c)). 조인 선택

도 계산 단계에서는 단지 카운팅 블룸 필터만이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전송되므로, 이 단계

에서는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노출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3.2.2 후보 영역(Candidate Region) 선택

앞 장에서 계산한 교차 영역별 조인 선택도를 이

용하여, 본 장에서는 top-k 결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

상되는 후보 영역을 알고리즘 1을 이용하여 구한다

(Fig. 5의 (d)에 해당함). 알고리즘 1의 입력은 교차 

영역(Tr)과 그에 해당하는 조인 선택도(JSTr), 사용

자 지정 k 값으로 구성되고, 출력은 후보 교차 영역들

의 집합(SetCand)에 해당한다. 1번에서 후보 교차 영

역의 집합은 공집합으로 초기화 된다. 4번과 5번에서 

사용자의 top-k 질의 점수 함수에 대하여 각각의 교

차 영역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한 후, 이 값에 

의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리스트(List_TMax)를 구

한다. 5번부터 10번에서는 리스트 List_TMax를 k개

의 튜플이 발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이

미 방문한 교차 영역은 SetCAND에 추가 한다. 또한,

9번에서 minscore는 마지막에 방문한 교차 영역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으로 설정한다. 5번부터 10번에 

의해 SetCAND에 존재하는 교차 영역에서 이미 k개

의 튜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k개의 튜플들

보다 큰 점수를 가질 수 있는 교차 영역들만을 

SetCAND에 추가 하면 된다. 이미 발견된 k개의 튜

플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minscore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SetCAND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 교차 영

역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minsocre부터 크면, 이 

교차 영역에서 존재하는 튜플은 이미 발견한 k개의 

튜플보다 더 큰 점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11번부터 14번에서는 이미 발견한 k개의 

튜플보다 더 큰 점수를 가질 수 있는 튜플이 존재하

는 교차 영역을 SetCAND에 추가 한다. 마지막으로,

Pseudo-code for selecting the candidate regions

Input: Data regions T1, T2,.. Tq,

the corresponding join selectivity, JST1, JST2,

......, JSTq, and

k (top-k)

Output: A set of candidate data regions, SetCAND

1: SetCAND ← Φ

2: minscore ← 0

3: count ← 0

4: List_TMax ← SortByMaxScore(T1, T2,.. Tq)

5: for each Tcur of List_TMax

6: count ← count + JSTcur

7: add Tcur to SetCAND

8: if (count ≥ k)

9: minscore ← possible minimum score of

Tcur

10: break

11: for each Tcur of (T1, T2,.. Tq)

12: curcore ← possible maximum score of Tcur

13: if (Tcur∉SetCAND and curscore ≥ minscore)

14: add Tcur to SetCAND

15: return SetCAND

Algorithm 1. Pseudo-code for the candidate region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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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에서 알고리즘 1은 SetCAND를 반환한다.

3.2.3 후보 영역 기반 top-k 질의 처리

마지막 단계는 앞 장에서 선택한 후보 영역을 이

용하여 클라우드에서 top-k 질의를 처리하는 것이

다. 단순 방법과는 달리 후보 영역에 존재하는 튜플

들을 SQL의 SELECT문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Fig.

5-(e)). 추출된 튜플들을 이용한 top-k 질의 처리는 

3장의 단순방법과 유사하다. 먼저, 추출된 튜플들의 

민감한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화를 수행한 후, 암호화

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한다(Fig. 5-(f)). 클라

우드에서는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등가 조인과 암호

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연산을 수행(Fig. 5-(g))한 후 

결과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반환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전송된 결과를 복호화한 후, 최상위 k

개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반환한다(Fig. 5-(h)).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식(Fig. 5)은 단순 방식(Fig. 2)에 

비해, 후보 영역만을 이용하여 top-k 질의를 수행하

므로 데이터 통신 오버헤드 및 조인 수행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top-k 질의 수행 방법은 준동

형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므로, 순서 보존 암호화 기

법을 사용하는 기존 알고리즘과는 달리 원본 데이터

의 어떤 정보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노출되

지 않는다 [7].

3.2.4 서로 다른 연산으로 구성된 점수 함수

앞 장에서 다룬 top-k 질의의 점수 함수는 클라우

드에서 한 번의 연산(즉, 곱셈 혹은 덧셈)을 수행함으

로써 계산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민감

한 데이터에 대하여 한 번의 준동형 암호화(즉, 덧셈 

보존 혹은 곱셈 보존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top-k

질의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top-k 질

의 점수 함수가 서로 다른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민감한 데이터에 대하여 여러 번의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사

용자 질의를 예로 들어보자.

SELECT ID1, n1,1, n2,1, n3,1

FROM R1, R2, R3

WHERE R1.ID1 = R2.ID2 AND R2.ID3 = R3.ID3

ORDER BY 2×s1 + s2×S3

STOP AFTER 3

위의 top-k 질의의 점수 함수는 덧셈과 곱셈연산

을 모두 요구하므로, 두 번의 준동형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 가능하다.

∙후보 영역 선택: 3.2.1장과 3.2.2장에서 제안한 방

Fig. 5 Proposed algorithm for processing top-k qu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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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후보 영역을 선택한다. Top-k질의

가 3개 릴레이션의 등가 조인을 요구하므로, 후보 

영역은 육면체 모서리 중 한곳에 해당한다.

∙곱셈 보전 준동형 암호화 적용: 릴레이션 R2와 R3

의 후보 영역에 속하는 튜플들에 대하여, 곱셈 보

존 준동형 암호화를 수행한 후, 3.2.3장에서 설명

한 방법을 이용하여 R2와 R3의 등가 조인과 (s2×

s3) 연산을 수행한다. 등가 조인과 연산 수행 결과

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전송한 후, 암호화된 데

이터를 복호화 한다. 이때, (s2×s3)의 결과를 re-

sult23이라 가정하자.

∙덧셈 보전 준동형 암호화 적용: 릴레이션 R1의 후

보 영역에 속하는 튜플들과 전 단계에서 결과물에 

덧셈 보전 준동형 암호화를 적용한 후, 3.2.3장에

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R1과 R2의 등가 조인

과 (s1 + result23) 연산을 수행한다.

Top-k 질의 점수 함수가 서로 다른 연산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번의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로 인

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클라우드 사이의 데이터 

전송도 여러 번 요구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후보 영역만을 이용하여 

top-k 질의를 수행하므로, 여러 번의 데이터 암호화

와 복호화 및 데이터 전송으로 인해 발행하는 오버헤

드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실  험

이 절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실험적

으로 평가한다. 실험에서는 TPC-H 벤치마크[10]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top-k 질의를 사용하였다.

SELECT P.SUPPKEY, AVERAGE

(P.SUPPLYCOST,

L.EXTENDEDPRICE)

FROM PARTSUPP as P, LINEITEM as L

WHERE P.SUPPKEY = L.SUPPKEY

ORDER BY AVERAGE (P.SUPPLYCOST,

L.EXTENDEDPRICE)

STOP AFTER k

이때, 컬럼 SUPPLYCOST와 EXTENDEDPR-

ICE는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가정

하였다.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실험하

기 위해 Amazon EC2 [11]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서는 6개의 노드로 구성된 하둡 클러스터를 사용하

였다.

4.1 실험 결과

Fig. 6는 릴레이션 LINEITEM의 튜플 수를 1M에

서 5M으로 변화 시켰을 때 실행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다. 실험에서 릴레이션 PARTSUPP의 튜플 수는 

0.8M으로 고정되었으며, top-k의 k값은 10으로 설정

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INEITEM의 

튜플 수가 증가 할수록, 3.1장의 단순방법(Naive)에 

의한 top-k 질의 수행 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3.2장에서 제안한 top-k 질의 

수행 기법(Proposed)은 튜플 수의 증가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음을 Fig. 6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top-k 질의 수행 방법은 전체 데이터 영역 중 일부 

영역만을 이용하여 질의를 수행하므로, 단순방법에 

비해 릴레이션 튜플 수의 변화에 적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on varying the number 

of tuples.

Fig. 7 Execution times on varying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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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top-k 질의의 k 값을 10에서 10,000으로 

변화 시켰을 때 3.2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실험에서 릴레이션 PAR-

TSUPP의 튜플 수와 릴레이션 LINEITEM의 튜플 

수는 각각 0.8M과 5M으로 고정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k값이 증가할수록 top-k 질의의 수행 시간

이 약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는 주된 이유는 k값이 증가할수록, top-k 질의 수행

에 필요한 후보 역영의 크기가 증가하며, 이로 인하

여 전체 수행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Table 1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

라우드로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를 비교한 결과이다.

실험에서 릴레이션 PARTSUPP의 튜플 수는 0.8M

으로 고정되었으며, 릴레이션 LINEITEM의 튜플 수

를 1M에서 5M으로 변화 시켰다. 또한, k값은 10으로 

설정하였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INEITEM의 

튜플 수가 증가 할수록, 3.1장의 단순방법(Naive)에

서의 데이터 전송 크기는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2장에서 제안한 방법(Proposed)은 후보 영

역을 이용하여 top-k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클라이

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

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된 대용

량 데이터에 대하여 top-k 질의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평가 

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단순 방법에 비하여 top-k 질의 처리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민감한 데

이터를 다루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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