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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빅데

이터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빅 데이터 처리기술은 빅 데이터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지만 보안에 

대한 해결책이 미미한 상태이다.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분산된 대용량 데이터를 이중 해쉬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다중 해쉬 체인 기반의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빅 데이터를 데이터의 종류,기능,특성에 따라 해쉬 체인으로 묶어 데이터에 높은 처리량을 지원한다.

또한,토큰 및 데이터 노드가 공격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속성 정

보를 해쉬 체인의 연결 정보로 활용하여 빅 데이터의 접근 제어를 분산 처리한다.

주제어 : 빅 데이터,분산환경,데이터 처리

Abstract  Social network server due to the popularity of smart phones, and data stored in a big usable access 

data services are increasing. Big Data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service, but a solution to this minor security state. In this paper, the data services provided 

by the big -sized data is distributed using a double hash user to easily access to data of multiple distributed 

hash chain based data processing technique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is a kind of big data data, a 

function, characteristics of the hash chain tied to a high-throughput data are supported. Further, the token and 

the data node to an eavesdropper that occurs when the security vulnerability to the data attribute information to 

the connection information by utilizing hash chain of big data access control in a distribute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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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주요 융권과 소셜 네트워크를 심으로

사이버 테러가 증하여 많은 수의 PC가감염되어정상

으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되고있다.

특히,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의 화로 인하여 서

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구나 손쉽게 근할 수 있어

빅 데이터의 요성 인식과 이를 마 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빅 데이터의

보안 개인정보보호에 한 응 책이미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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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보안에 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빅 데이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이기종 장치에 장되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손쉽게사용할수있다.특히,다양한종류의 규모데이

터에 한생성,수집,분석,표 을그특징으로하는빅

데이터 기술의 발 은 다변화된 사회를 더욱 정확

하게 측하여효율 으로작동하며개인화된 사회

구성원마다맞춤형정보를제공, 리,분석이가능하다.

빅 데이터는 TB(테라바이트)단 의 데이터량으로 정

의되거나 데이터 수집 분석에 장기 인 시간을 요하

므로데이터양의증가를그특징으로하고있다.그러나

단순한 데이터 양의 증가를 넘어서서 빅 데이터는 크게

데이터 양(volume),데이터 속도(velocity),그리고 데이

터 다양성(variety)등 세 가지 요소의 복합 인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3].

빅 데이터는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 기술 등

역에걸쳐서사회와인류에게가치있는정보를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빅데이터의 문제 은 바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에 있다.빅데이터는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다.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할 때에 개인들의 사 인 정보까

지 수집하여 리하는 빅 라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거의

모든사람들의정보가유출되는것이기때문에사회 으

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타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에서제공받았던빅데이터서비스를끊김없

이계속서비스받기 한서비스 리기법을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사용자가 생성한 임의의 비트 수열을 해쉬

체인하여사용자인덱스값과XOR한사용자보안인식

정보를타네트워크에등록하여사용자에게제공되던빅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한다.제안 기법은 사

용자가 생성한 임의의 비트 신호가 제3자에게 도청되거

나변조되더라도높은안 성을가진다.특히,제안기법

은충분한임의의비트를 달하여사용자보안인식정

보를공유하는데사용한다. 한,보안인식정보를생성

하는 비트 수열이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

록해쉬체인한값을 달함으로써익명성을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이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2장에서는빅데이터의

정의 특징을에 해서알아본다.3장에서는보안인식

정보를이용한이동사용자의빅데이터서비스제공기

법을 제안하고,4장에서는제안기법의 보안평가와 성능

평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빅데이터

빅데이터란과거아날로그환경에서생성되던데이터

에 비해 그 규모가 방 하며 생성 주기가 짧고,형태가

수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문자와 상 데이터를 포함하

는 규모 데이터를 의미한다[1].최근 PC와 인터넷,모

바일 기기 등이 생활화 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 장한 데이터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상은 사람과

기계,기계와 기계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지능통

신(M2M,MachinetoMachine)의확산도디지털정보가

폭발 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이다.

사용자가 직 제작하는 UCC를 비롯한 동 상 컨텐

츠,휴 화와 SNS(SocialNetworkService)에서 생성

되는 문자 등은 데이터의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형태와

질에서도기존과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특히,블로그

나 SNS에서 유통되는 텍스트 정보는 내용을 통해 을

쓴사람의성향뿐만아니라소통하는상 방의연결 계

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한 주요 도로와 공공건물은

물론심지어아 트엘리베이터안에까지설치된CCTV

가 촬 하고 있는 상 정보도 데이터로 장되고 있다.

그리고,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도 데이터를 양

상 인데 센서스(Census)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조사,

국제자료,의료보험,연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산

되고 있다.

2.2 빅데이터 특징

빅데이터는 일반 으로 3V,데이터의 양(Volume),데

이터 생성 속도(Velocity),형태의 다양성(Variety)등의

특징을 가진다.빅데이터의 다양하고 방 한 규모의 데

이터는국가경쟁력의우 를좌우하는 요한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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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양성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환이 필요하다[2,3].

빅데이터는분산처리방식과같은기술을활용해서과

거에 비해 규모 고객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트 터와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기업

련 검색어와 댓 을 분석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한 고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악해 즉각 인 처를

수행할 수 도 있다.

빅데이터에서는 소 트웨어나 하드웨어도 오 소스

형태의하둡(Hadoop)이나분석용패키지인R과분석병

렬처리기술,클라우드 컴퓨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

존의 비싼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고비용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지 않아도 효율 인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다[4].

2.3 하둡 분산파일 시스템

하둡 분산 일 시스템은 신뢰도가 낮은 하드웨어를

극활용하여매우큰데이터를 속방식이아닌스트

리킹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 시스템을 의미한다[5].하

둡분산 일시스템은 일용량제한없이어떠한디스

크에도 장이 가능하며,블록 추상화로 스토리지 서

시스템의 단순화와 효율성 증진이 가능한 장 이 있다.

하둡 분산 일 시스템은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목

으로 만들어졌으며,하드웨어를 신로도가 높은 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극 활용하여 비용 부담

을 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 시스템의 메타

데이터를네임노드의메모리에서 리하므로 일개수

는네임노드메모리크기에좌우된다.HDFS블록은탐

색비용의최소화를 해일반디스크블록보다크게구

성된다.블록을 충분히 크게하면 디스크로부터 블록의

시작 을 탐색하는 시간보다 데이터를 송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 할애가 가능하다[6].

3. 해쉬체인 기반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이 에서는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듑 일

시스템의데이터를해쉬체인에 용하여사용자의 리

서명이생성되지않도록데이터를분산처리하는기법을

제안한다.

3.1 개요

규모데이터를분산처리 장 리할수있도록

장될 일을 블록 단 로 데이터를 나 어 분산된 서

버에 장할수 있도록제안기법은그림1과같이구성

한다.그림 1에서 각 블록 사이즈는 64MB로 설정하며,

데이터가 64MB로 나 어 더러지지 않는 경우에 블록을

나 고 남은 부분은 그 크기 그 로 블록으로 장하도

록 한다.나 어진 블록은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해하둡분산 일시스템처럼기본3개씩복

제되도록 분산 장한다[1].

그림1의제안모델은마스터역할을수행하는하나의

네임노드(NameNode)와슬 이 역할을수행하는보조

네임노드(SecondarynameNode)와 다수의 데이터노드

(DataNode)로 구성된다.

Management Server

DB DB

Authentication
Server

Content Server

Transfer SQ Info.

Request SQ Info.

User
Authentication

through ID

User 
Authentication 
through Device

Confirmation

Confirmation

User 1 User 2 User n-1 User n

· · ·

Hash Chain

SQD(Service Quality Data) Information

[Fig. 1] System Constructure of Proposed 

Scheme

그림 1에서 네임노드는 일 시스템의 트리와 그 트

리상의모든 일과디 토리,즉분산 일시스템상에

서 일읽기 장을요청할때메타데이터를기반으

로데이터노드에 장된블록 치를조회하거나 일의

복제본이 장될 데이터노드를 결정한다.데이터노드는

블록단 로나눠진데이터를 장하는데이터서버로서,

네임노드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네임노드는 하트비트와 블록 리포

트를통하여데이터노드의정상작동여부와데이터노드

내의 모든 블록 목록을 확인하고,네임노드와 클라이언

트의 일 읽기 장 요청 시 활용한다.

제안 기법은 네임노드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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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능력을 갖추는 보조 네임노드(secondarynamenode)

가 이 해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근

하는 특징이 있다. 한,악의 인 데이터노드가 네임노

드인척 가장할 경우,데이터의 종류,기능,특성에 따라

데이터를 해쉬 체인으로 묶어 데이터에 높은 처리량을

지원한다.토큰 데이터 노드가 공격자에게 노출되었

을 때 발생하는 보안 취약 을 해결하기 해서 데이터

의속성정보를해쉬체인의연결정보로활용하여빅데

이터의 근 제어를 분산 처리한다

3.2 용어 정의

<Table1>은제안기법에서사용하는용어에 한설

명이다.

Notation Definition

 User

 RandomNumberofgeneratedthroughX

 Certificate


Sharekeybetweenmasternodeand

secondarynode

 PrivaekeyofUser

 one-wayhashchin

(D) EncryptionofDthroughhX

(D) MACofDthroughX

<Table 1> Notations

3.3 해쉬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액세스 제어

해쉬체인을이용하여데이터액세스를제어하기 한

제안기법은보조네임서버에서Pseudo랜덤함수와임

의로 생성한 난수를 이용하여 주 네임서버에 장된 데

이터 정보와 비교분석 과정을 수행한다.이 때 달되는

정보의 안 성을 보조 네임 서버가 보장받기 해 공개

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제안 기법은 주 네임서버와 보조 네임서버사이에 서

로 사 에 동의된 공유키  을 공유한다고 가정한다.

공유키  을 이용하여 주 네임서버에 데이터 정보(난

수 ,인증서  )를포함한식1을보조네임서버

에게 보낸다.

( ), ( ,  ) (1)

보조 네임 서버는 자신이 생성한 난수 와 인증

상태정보 (AuthenticationStateInformation)를데

이터 정보와 함께 주 네임 서버에게 달하여 인증서버

의 승인정보를 수신 받는다.인증서버에게 달되는 정

보는 사용자가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받기 해 사 에

주네임서버에등록한사용자의비 키 와랜덤수

(,)를 one-way해쉬 함수에 용한다.

( ,  ), (( ,  , 

),  ) (2)

인증서버는데이터베이스에 장된사용자의인증상

태정보를 확인 후 인증 상태 정보 를 주 네임 서버

에게 달함으로써 주 네임서버의 사용자 인증 상태 정

보 를 갱신한다.주 네임 서버는 갱신된 사용자 인

증상태정보 를기반으로사용자의서비스요청상

태를체크하게된다.만약사용자의서비스요구와주네

임서버의사용자인증상태정보가맞지않을경우사용

자의 서비스 요청을 무시한다.

3.4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

제안 기법은 주 네임 서버와 보조 네임 서버 사이에

사용자의동의없이 리서명자를통하여데이터를안

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임서버와보조네임서버는자신들이선택한개인키

(,)와 공개키(= ,)를 생성한다.여기서,와 는

=2′+1과 =2′+1을만족하는임의로생성되는큰솟수

이다.식(1)에서생성된개인키와공개키를이용하여식

(2)를 생성한다.

  , (1)

    =          mod  (2)

여기서,은 보다 고 과서로소인양의정수

가 되는 함수를 의미한다.

식(3)은 ,가솟수일때,( )=2 를이용하여구

한다.

 =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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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와 는 mod의곱셈역원이다.모듈러

연산 규칙에 따라 (와 )는 에 서로소이다.

보조네임서버는개인키와공개키를각각(,)와(,

)를 가진다. 한,:{0,1}→ 는 보조 네임서버가

사용하는 안 한 해쉬함수이며 :{0,1}
×→는 주

네임서버가 사용하는 안 한 해쉬 함수를 의미한다.

 : {0,1} →       (4)

:{0,1}×→            (5)

보조 네임서버는 서명에 한 권한이나 유효기간 등

의 리서명과 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임장

(≤ ≤ , ∈ )과 서명 (=(-1)․ ․( ,)

mod )을 생성한다.

주 네임서버는 리서명 정보를 보조 네임서버에

달하여주네임서버 신데이터를서명할수있도록한

다.보조 네임서버는 주 네임서버의 리서명 을 검증

하기 하여 식 (6)～식 (8)까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   mod   and    =   mod    (6)

  = (-1)   ( ,) mod     (7)

 ′ =     and  ″ =          (8)

주 네임서버는 보조 네임서버로부터 식 (9)～ 식

(10)을 계산하여 와 ″′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한다.만

약일치하지않다면보조네임서버는주네임서버로부터

다시 래서명을 달받는다.

″′   ′ mod   and  ″′  ″ mod    (19)

  ″′ mod               (20)

4. 보안평가  

4.1 재사용공격

제안 기법에서는 네임노드가 보조 네임노드와 함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제3자의 재사용공격을 방하기

해서네임노드와보조네임노드가임의로생성한개인키

(,)와 공개키(= ,)를 생성하여 제3자에게 공개키

를 도청되더라도 안 성을 보장받는다. 한,제안 기법

에서는주네임서버에등록한사용자의비 키 와

랜덤수(,)를 데이터의 속성 정보에 용하기

해서 one-way해쉬 함수의 연결 정보로 활용하기 때

문에 재사용공격에 안 하다.

4.2 스푸핑 공격

제안 기법은 주 네임 서버와 보조 네임 서버 사이에

사용자의동의없이 리서명자를통하여스푸핑공격을

방하고 있다.네임서버와 보조 네임서버는 자신들이

선택한 개인키(, )와 공개키(= ,)를 이용하여

   =      ☰  mod 를 계산하다.

네임서버는 서명에 한 권한이나 유효기간 등의

리서명과 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임장 (≤

≤ , ∈ )과서명 (=(-1)․ ․( ,)mod

)을 생성하기 때문에 리서명 정보를 보조 네임서버에

달하여 주 네임서버 신 데이터를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스푸핑 공격을 방한다.

4.3 정보노출방지

제안 기법은 주 네임서버와 보조 네임서버사이에 서

로사 에 동의된 공유키  을공유하여 주네임서버

에 데이터 정보(난수 ,인증서  )를 보조 네임

서버에게 보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환자의 정보가

조출되더라도 인식하지 못한다.사용자의 데이터를 제3

자가 불법 으로 사용하지못하도록 리 서명  를 사

용한다.

4.4 다단계 서비스 접근인증에 따른 공격

제안 기법은 주 네임노드와 보조 네임노드 사이에

리서명을 해서보조네임노드는개인키와공개키를각

각(,)와(,)를사용하여제3자의불법 인 근을

제어한다.제안기법은 리서명에따라상호간등록

인증요청,키교환,디바이스인증정보 송,인증결과

송 등이 이루어지며 one-way해쉬 함수의 연결 정보

로사용자의비 키 와랜덤수(,)을활용

하기 때문에 다단계 서비스 근인증에 따른 공격을

방한다.



분산환경에서 빅 데이터 처리 기법

31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311-316

5. 결론  

소셜네트워크와스마트폰의 화로인하여빅데이

터의 요성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빅데이터의보안성

이 부각되고 있다.제안 기법에서는 빅 데이터 서비스에

서 제공되는 분산된 용량 데이터를 이 해쉬를 이용

하여사용자가손쉽게데이터에 근할수있는다 해

쉬체인기반의데이터분산처리기법을제안하 다.제

안기법은네임노드가장애가발생할경우장애복구능

력을 갖추는 보조 네임노드(secondarynamenode)가 이

해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근하는

특징이 있다. 한,악의 인 데이터노드가 네임노드로

가장할경우,데이터의종류,기능,특성에따라데이터를

해쉬 체인으로 묶어 데이터에 높은 처리량을 지원한다.

향후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시스

템에 실제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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