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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업무를 좀 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로 다른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보안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질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3
자가 사용자의 서명을 악용하지 못하록 예방하는 사용자 서명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계층적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중간 장치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분할 사용되는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서명 관리를 분산 처리할 뿐만 아니라 중간 장치들이 사용자의 서명 처리를 분산 처리하기 때문
에 효율성이 평균 8.5% 향상되었고, 사용자의 인증 처리를 수행할 때 사용자의 서명 지연 시간은 평균 13.3% 단축되었
다. 사용자의 서명 처리를 중간 장치들이 처리할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는 기존 기법보다 평균 10.1% 낮았다.

주제어 : 클라우드, 보안, 사용자 서명, 인증, 암·복호

Abstract  Cloud services are services developed to serve a wider variety of users in different fields. 
However, although cloud services are designed to reflect the needs of different users, a variety of 
security damages resulting from them are increasing and technologies are needed to address them. This 
paper proposes a user signature management model that prevents third parties from exploiting the 
user's signature in a heterogeneous cloud The proposed model strengthens the functionality of the 
intermediate devices that make up the hierarchical cloud while also managing the signature 
information of the partitioned user.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the proposed model not 
only distributed user signature management, but also improved efficiency by 8.5% on average because 
intermediate devices distributed user signature processing, and reduced the user's signature latency by 
13.3% on average when performing user authentication processing. On average, the overhead generated 
by intermediate devices processing a user's signature was 10.1 percent lower than that of convention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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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1].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로 다른 분
야의 업무들이 서로 광범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하이
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역적으로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는 지역적으로 
분산 처리하여 서비스한다[2,3].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
산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서명을 중앙에
서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층형 구조를 가진다. 그
러나, 계층형 통합 관리 구조는 중앙에 저장되어 있는 사
용자의 서명을 제3자가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침해당한
다면 사용자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최근 클라우드 서
비스는 사용자의 서명을 지역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분산 
처리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산 처
리되는 사용자의 서명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서명 분실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사용자 서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는 기밀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 RSA와 AES를 확장한 암호기법을 사용한
다[4-6].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사용자의 정보는 클라
우드 환경의 범위에 따라 사용되는 키를 공개키와 개인
키 이외에 비밀키를 포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7-9]. 그리고, 클라우드를 구성하
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중간장치의 보안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RSA 기법을 변형한 암호 알고리즘을 임베디
드 시스템에 적용한 연구도 있다[10-12].

본 논문은 이질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서명 분할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클라우드 범위와 상관
없이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서명을 곱셈군 과 일방향  
해쉬 함수만을 사용한 분할 처리한다. 이 같은 처리는 게
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장치의 효율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이다. 제안 모델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
는 중간 장치가 사용자의 서명을 랜덤하게 분할 처리하
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지 
않는다. 또한, 제안 모델은 게인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장치가 사용자의 서명을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전
체 클라우드 서비스의 처리 지연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용자 서
명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이
질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서명 기법을 제

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 기법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S. Naaraj et al. 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보안 기법을 제안하였다[4]. 그러나, 이 기
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키를 처리할 때 
발생되는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A. K. Dubey et al. 과 P. Yellapa 은 클라우드 환경
에서 사용되는 키를 RSA 알고리즘을 사용하영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키텍처 기법을 제안하였다
[5,6]. 그러나, 이 기법은 사용자가 생성한 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업데이트하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제 3자의 중
간자 공격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V. S. Mahalle et al. 은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RSA와 AES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
법을 제안하였다[7,8]. 그러나,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
기 위해서 3개의 키(공개키, 개인키, 비밀키 등)를 사용하
기 때문에 서버의 오버헤드가 증가 할 뿐만아니라 대칭
과 비대칭 알고리즘을 조합할 때만 안전성을 보장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N. Khanezaei 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처리 시간을 줄
이기 위한 RSA/AES 암호 기법을 제안하였다[9]. 이 기
법은 사용자간 공유된 데이터에 한해서 RSA/AES 암호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전송 시간을 줄
이는 특징이 있다.

A. Priya et al. 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
하였다[10]. 이 프레임워크 기법은 기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내에서 처리하는 보안 프로세스를 중
요시한다.

G. L. Prakash et al. 은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공유키
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11]. 이 
기법은 서버의 데이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256 비트의 
대칭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아웃소싱을 예방할 
수 있다.  

S. Verma et al. 은 RSA 기법을 변형한 암호화 기법
을 제안하였다[12]. 이 기법은 RSA 임베디드 프로토콜 
환경에 적합하기때문에 온라인/오프라인의 프록시 생성
기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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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률 기반의 IoT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이 절에서는 이질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들에
게 제공되고 있는 수 많은 서비스 중에서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확률 기반의 IoT 사
용자 서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3.1 개요
최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IoT와 빅 데이터 등 최신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서명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되는 사용자 서명 정보의 안
전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질적인 위치에 존
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서명 정보의 확률 
정보를 확적으로 처리한 서명 통합 관리 모델을 제안하
고 있다.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서명들을 곱셈군 과 일
방향 해쉬 함수만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 모델은 게이트웨
이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장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중간 장치에서 처리되는 정보 부하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서명을 분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Fig. 1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은 사용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장치의 역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보여주고 있
다. 제안 모델은 곱셈군 과 일방향 해쉬 함수를 통해 
처리된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다중 처리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사용자의 서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Fig. 1. Network Conponent in Proposed Model

3.2 동작 과정
Fig. 2에서 제안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사

용자의 서명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한 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Overall Operation Process of Proposed Model

Fig. 2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사용자
와 서비스 센터가 서로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송·수신받
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
하기 위해서 기존 일반 암호 기법 이외에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확률적으로 분할한 결과 값을 암호화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가 특정 사용자에게 
요청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서명 정보 값을 임의의 랜덤 
값으로 생성하였지만 제안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를 구성하는 중간 장치의 속성 값과 비밀 값을 사용자의 
서명값과 분할 처리하여 다중으로 서로 묶어 보안 정보
(SI, Security Information) 값을 할당받기 때문에 비트 
형태로 계층적으로 분산 배치된 사용자의 서명 정보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요
소 중 중간 장치들의 역할 강화 및 부하를 낮출 수 있다. 

3.3 사용자 서명정보의 속성 값 생성
제안 모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의 서명 정보를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 곱셈군 과 일방
향 해쉬 함수를 통해 사용자 서명 정보의 속성 값을 생성
한다. 제안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수와 종류에 따
라 사용자의 서명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속
성 값을 사용한다. 사용자 서명 정보의 속성 값 생성과정
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사용자 서명 정보 생성
사용자의 서명 정보 생성과정은 사용자의 서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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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iciency of intermediate devices for user signature
information

를 식 (1)처럼 생성한다. 여기서, 은 사용자의 서명 정보 
수를 의미한다.

 = ( ,  , ···,  )           (1)

식 (1)처럼 생성된 사용자의 서명 정보는 클라우드 서
비스 환경을 구성하는 중간 장치에게 전달한다. 여기서, 
공유키 는 사전에 안전한 경로를 통해 공유하였다고 가
정하고 있다

· 2단계 : 사용자 서명 정보 연결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0, 1}  → 처

럼 나타낸 후 사용자 서명 정보의 그룹 정보를  : {0, 1}
×   → 와 같이 나타낸다. 제암 모델에서는 클라우
드 서비스를 구성하는 중간 장치들이 서로 사용자의 서
명정보를 인터리브하도록 해쉬 체인으로 묶는다. 게이트
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장치는 식 (2)처럼 서명 정보
들의 연결값을 행렬로 나타내어 계층적 구조를 나타낸다.

 = 










 ∙∙∙
∙ ∙ ∙
 ∙∙∙ 










, x=1,2,..,        (2)

여기서, 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장치간 
인터리브하도록 해쉬 체인한 값을 의미한다. 

ㆍ3 단계 : 서명 정보의 그룹 인덱스 정보  생성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전달된 사용자의 서명 정

보를 묶어 그룹 인덱스 정보 로 생성한다. 그룹 인덱스 
정보 는 식 (3) ∼ 식 (4)와 같이 해쉬 정보 생성 후 
그룹 인텍스 정보를 생성한다.

 = (, ) , 1≤≤        (3)
 = ( ) ∈ , 1≤≤        (4)

여기서, 은 사용자 서명 정보를 추출할 때 사용된 해
쉬 길이를 의미한다.

ㆍ4 단계 : 그룹 인덱스 정보  등록
이 단계에서는 중간 장치가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그

룹으로 인덱스한 정보 를 서버에 등록한다. 그룹 인덱
스 정보  등록 정보가 서버에 등록되고 나면 사용자의 
서버가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
한다. 

3.4 사용자의 서명 정보 계층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 사용자 서명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서비스를 계층
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중요도를 추출할 수 있다. 제안 모
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간 사용자의 서명정보의 가중
치 확률을 부여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도를 선택한
다. 사용자의 서명 정보의 중요도에 대해서 최상위 계층
에서 번째 떨어진 하위 계층의 중요도은 식 (5)처럼 계
산한다. 

[1,] = 




              (5)

여기서,  [1,]는 사용자의 서명 정보가 위치한 번
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위치 정보들을 계층화 한 가중치
를 의미한다. 는 번째 사용자의 중요 서명정보의 수
를 의미한다.

4. 평가 

4.1 효율성
Fig. 3은 이질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위치한 사용자의 

서명정보 사용에 따른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장치의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Fig. 3에서 사용자의 
서명 정보에 대한 중간 장치의 효율성은 서명 정보를 분
할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8.5%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용자의 서명정보를 분할 처리함으로써 
중간 장치의 부하를 낮추었기 때문에 중간 장치의 처리 
시간이 단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서명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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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 또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 모델은 
사용자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곱셈군 과 
일방향 해쉬 함수를 통해 그룹 인덱스 정보 가 생성되
기 때문에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분할하지 않았을 때보
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4.2 처리 지연시간
Fig. 4은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분할한 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층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서명 정보의 중
요도에 따른 사용자 서명 정보에 따른 중간장치의 처리 
지연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사용자의 서명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중간 장치의 처리 지연시간은 기
존 모델보다 평균 13.3%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클라우드 서비스 간 사용자의 서명정보의 가중치 
확률을 부여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사용자의 서
명 정보를 중간 장치들이 서로 인터리브하도록 해쉬 체
인으로 서로 묶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Fig. 4. Process delay of intermediate devices for user 
signature information

4.3 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중간 장치의 오버헤드
Fig. 5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중간 장치의 

오버헤드를 평가하고 있다. 그림 5의 결과처럼, 제안 모
델은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중간 장치의 오버헤드가 
기존 모델보다 평균 10.1%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
과는 클라우드 서비스 간 사용자의 서명정보의 가중치 
확률을 부여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도를 선택하였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표 1의 결과를 기반으
로 사용자의 서명 정보를 계층적으로 분산 배치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 장치들의 역할 강화 
및 부하를 낮추는 결과를 얻었다.

Fig. 5. Overhead of Intermediate Device

5. 결론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업무들을 
서로 광범위하게 서비스하고 있지만, 보안과 관련된 다양
한 문제들이 여전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서명 관리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
안 모델은 사용자의 서명을 곱셈군 과 일방향  해쉬 함
수만을 사용한 분할 처리하여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
는 중간 장치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제안 모델은 사용
자의 서명을 랜덤하게 분할 처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보
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지 않는다. 제안 모델은 중간 장치
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서명을 분산 처리
하기 때문에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의 처리 지연시간을 
낮출 수 있었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서
명 관리를 분산 처리할 뿐만아니라 중간 장치들이 사용
자의 서명 처리를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평균 
8.5% 향상되었고, 사용자의 인증 처리를 수행할 때 사용
자의 서명 지연 시간은 평균 13.3% 단축되었다. 사용자
의 서명 처리를 중간 장치들이 처리할 때 발생하는 오버
헤드는 기존 기법보다 평균 10.1% 낮았다. 향후 연구에
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IoT 
사용자의 서명을 이용한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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