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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빅 데이터 서비스 중 하둡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집약
적인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하둡 파일 시스템과 하둡 맵리듀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하둡 시스템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는 데이터 인증시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
는 하둡 시스템의 초기 과정의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프로토콜은 하둡 시스템의 안전한 다중 데이터 처리
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칭키 암호 기술과 함께 ECC 기반의 알고리즘을 조합하였다. 특히, 제안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하둡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때, 초기 인증키를 대칭키 대신 타원 곡선 기반의 공개키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주제어 : 타원곡선, 인증, 하둡 분산,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bstract Recently,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technology is developed as soon as smartphones is 
increases, and increased that users want to receive big data service. Hadoop framework of the big data service 
is provided to hadoop file system and hadoop mapreduce supported by data-intensive distributed applications. 
But, smpartphone service using hadoop system is a very vulnerable state to data authent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initial authentication protocol of hadoop system assisted by smartphone service. Proposed protocol 
is combine symmetric key cryptography techniques with ECC algorithm in order to support the secure multiple 
data processing systems. In particular, the proposed protocol to access the system by the user Hadoop when 
processing data, the initial authentication key and the symmetric key instead of the elliptic curve by using the 
public key-based security i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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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빅 데이터는 비용 감과 IT 자원의 효율성을 

해서 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 수집, 장, 탐색, 분석하

고 있다[1,2]. 빅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규모 데이터

에 한 생성, 수집, 분석, 표 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

며, 다변화된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측하도록 개

인화된  사회 구성원 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리, 

분석 하고 있다[3]. 

하둡은 분산 일 시스템과 분산컴퓨  기능을 제공

하고 용량 코드와 동시에 엄청난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해 설계되었다. 하둡에서는 구  구조와 동

일하게 병렬처리 로그래 을 한 MapReduce를 사용

한다.

MapReduce는 하둡과 구  구조에서 가장 기본 인 

구조로써 서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구나 손쉽게 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MapReduce 구조는 빅 데

이터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한 응  책이 미

흡하여 빅 데이터 보안에 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2].

본 논문에서는 하둡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데

이터 요청시 정상 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한 타원곡선 

기반 기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로토콜은  

하둡 시스템의 안 한 다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해서 칭키 암호 기술과 함께 ECC 기반의 알고리즘을 

조합하 다. 특히, 제안 로토콜은 사용자가 하둡 시스

템에 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 인증 키를 칭

키 신 타원 곡선 기반의 공개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보다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한, 기에 생성되는 

키는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타원 곡선 

암호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받도

록 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빅 데이터

의 정의  특징에 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하둡 시

스템의 안 성을 향상시킨 타원곡선 기반 기 인증 

로토콜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보안평가와 

성능평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하둡 시스템

하둡은 여러 로 구성된 컴퓨터 클러스터를 이용하

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분산 응용 로그램을 지원

하는 자바 기반의 오  소스 임워크이다[4]. 하둡은 

상황에 따라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

로젝트가 존재한다. 하둡 시스템은 데이터를 분산 

장하는 HDFS와 데이터를 분산 처리  분석하는 맵리듀

스가 하둡의 코어 로젝트이다.

하둡은 마스터/슬 이  구조를 가지며, HDFS/ 

MapReduce 계층으로 분리된다. 하둡 클러스터는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여러 의 슬 이  노드로 구성된다. 하

나의 마스터 노드에는 최  4096  까지 슬 이  노드

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HDFS의 마스터 노

드는 네임 노드라고 하며, 스 이  노드는 데이터 노드

로 사용된다.

2.2 HDFS와 맵리듀스

HDFS는 일 분산 장을 목 으로 하는 일시스템

이며,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로 구성된다. 네임 노드는 

마스터 개념의 네임 노드와 네임 노드의 일 시스템 이

미지 갱신을 해 체크포인트 역할을 하는 보조 네인 모

드로 구성된다. 데이터 노드는 실제 일이 블록 단 로 

분산, 복제되어 장되는 서버로 하나의 클러스터에 최

 4096 까지 사용가능하다[5,6]. 

맵리듀스는 맵과 리듀스 메서드로 이루어진 로그램 

모델이다. 규모 분산 컴퓨 과 단일 컴퓨  환경에서 

용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분석하는 임워크이다[4]. 

맵리듀스는 Key/Value 입출력 형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

으로 NoSQL에서 사용하기 합한 임워크이다.

2.3 하둡 분산파일 시스템

하둡 분산 일 시스템은 신뢰도가 낮은 하드웨어를 

극 활용하여 매우 큰 데이터를 속 방식이 아닌 스트

리킹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 시스템이다[6]. 하둡 분산

일 시스템은 일 용량 제한 없이 어떠한 디스크에도 

장이 가능하다. 하둡 분산 일 시스템은 블록 추상화

로 스토리지 서 시스템의 단순화와 효율성 증진이 가능

하다. 하둡 분산 일 시스템은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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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드웨어를 신로도가 높은 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극 활용하여 비용 부

담을 이고 있다. 일 시스템의 메타 데이터를 네임 노

드의 메모리에서 리하므로 일 개수는 네임 노드 메

모리 크기에 좌우된다. HDFS 블록은 탐색 비용의 최소

화를 해 일반 디스크 블록보다 크게 구성된다. 블록의 

크기를 높이면 디스크로부터 블록의 시작 을 탐색하는 

시간보다 데이터를 송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 할애

가 가능하다[7].

3. 타원곡선 기반 초기 인증 프로토콜

이 에서는 하둡 시스템의 안 한 다  데이터 처리

를 지원하기 해서 칭키 암호 기술과 함께 ECC 기반

의 알고리즘을 조합한 타원 곡선 기반 기 인증 로토

콜을 제안한다. 

 

3.1 개요

제안 로토콜은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간 데이터 

공유시, 데이터의 불필요한 정보 노출없이 익명성을 보

장받기 해서 [Fig. 1]과 같은 시스템 구조에서 동작한

다. [Fig. 1]처럼 제안 로토콜이 동작하기 한 시스템 

구성은 마스터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네임 노드와 슬

이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 네임 노드, 다수의 데이터 

노드들로 구성된다.

네임 노드는 분산 일 시스템 상에서 일 읽기  

장을 요청할 때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노드에 

장된 블록 치를 조회하거나 일의 복제본이 장될 

데이터 노드를 결정한다. 데이터 노드는 네임 노드와 클

라이언트의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리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네임 노드는 하트비트와 블록 리포트를 통하여 데

이터 노드의 정상 작동 여부와 데이터 노드 내의 모든 블

록 목록을 확인하고, 네임 노드와 클라이언트의 일 읽

기  장 요청 시 활용한다.

[Fig. 1]처럼 제안 로토콜은 기 인증  리의 효

율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정상 인 인증  식별이 가

능하도록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간 데이터 통합 리 

정보를 리할 수 있는 인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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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

3.2 용어 정의

제안 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 

<Table 1>과 같다. 

Notations Descryption

   on the elliptic curve
 the largest number

 Large prime 

 the public key of 

 the selected private key of [2,n-2] 

 Expiration time of the authentication of 
 Temporary identifier of 
 Mutually agreed Key between   and 

 Selected value at the h( , , , )

 The digital signature 

 Points of the elliptic curve 

 Coordinate   values of elliptic curve

(, ) Certificate pair for the message

<Table 1> Notation

3.3 인증 프로토콜

이 에서는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간 데이터 인증

의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한 타원곡선 기반 기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는 기화 과정을 통해 유한

체 상에 정의된 타원 곡선의 강한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키를 생성한다. 이 때, 기화 과정은 오 라인에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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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1 : 네임 노드는 식 (1)처럼   ∈ [2, -2] 

에 선택된 임의의 정수를 선택하고, 식 (2)와 같이   

=   × 을 계산하여 비 /공개키 을 생성한다. 

  ∈ [2, -2]                   (1)

  =   ×                      (2)

▪ 단계 2 : 네임 노드는 식 (2)에서 생성한 공개키를  

데이터 노드에게 을 달한다. 데이터 노드는 네임 

노드로부터 을 수신하고, 네임 노드에게 달하기 

한 디지털 자 서명을 만들기 해 식 (3)～ 식 (6)의 과

정을 수행한다. 

    ∈ [2, -2],        (3)

    =   ×  ,          (4)

   =   ▪              (5)

  = 
 

( (▪ , ,  )+▪ ) (6)

특히, (6)에서는 데이터 노드들의 원활한 리를 해 

데이터 노드의 임시 인식자  , 주기 시간과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인증서 만기 시간 등이 사용된다. (6)에서는 

사 에 네임 노드와 동의한 키   ․를 로 치하

여 디지털 자 서명 와 함께 인증서 ( ,  ) 으

로 표 한다. 

▪ 단계 3 : 식 (7)에서는 데이터 노드가 데이터 노드

의 공개키 와 함께  , ( ,  ) 그리고 를 네임 

노드에게 달한다. 

 ,  , ( ,  ),           (7)

▪ 단계 4 : 네임 노드가 수신한 인증서 정보  ․

 ,  , 의 정보를 해쉬한 값에서 추출한   값을 노드

의 다른 정보와 함께 (9)처럼 장한다.

  ∈  ( , ․ ,  ,  )        (8)

  =  ,  ,  ,  ,  , ( ,  )(9)

4. 성능 평가  

이 에서는 하둡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임 노드와 데

이터 노드간 사이의 통신 범 에서 안 한 통신이 이루

어진다고 가정한다. 제안 로토콜의 성능평가는 처리율

과 복잡도(통신 복잡도와 계산 복잡도) 등으로 평가한다.

4.1 실험 환경

이 에서는 제안 로토콜의 실험을 하여 <Table 

2>의 실험 시나리오를 통해 임의 으로 생성되는 모델

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된 키 설정 구문을 동작시킨다

[13].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 노드 수는 15,000～20,000

로 한다. 

Number of Data Node 15,000 ～ 20,000

Buffer 50 packet

Number of Data 100

Traffic 4 pkts/s

<Table 2> Experiment Scenario

4.2 성능 분석

[Fig. 2]은 ECC 키 길이에 따른 역폭과 장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Fig. 2]의 결과처럼 ECC의 키 길이가 증

가할수록 역폭과 장시간의 시간이 증가하고, 키 설

립에 필요한 체 시간 한 material의 복호화 시간을 

추가한 메시지 시간만큼만 더 소비된다.

[Fig. 2] The bandwidth and storage according
to ECC key length of time



Initial Authentication Protocol of Hadoop Distribution System based on Elliptic Cur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7

[Fig. 3]은 제안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ECC 암호 알

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라미터들의 처리 시간이다. [Fig. 

3]의 결과처럼, (r,s)와   라미터는 ECC 키 길이

가 160에서부터 256까지 증가할수록 6.1%와 4.3%의 처

리 시간이 더 필요하 다. 한,   , t 그리고 g 라

미터 등은 ECC 키 길이가 160에서부터 256까지 증가할 

때까지 1% 이내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제안 로토콜에

서 사용한 타원곡선 알고리즘은 기존 칭키 알고리즘보

다 처리 속도가 낮지만, 안 성이 높아 보안 측면에서 효

과 이다.

[Fig. 3] Process Time of Parameter through ECC
Key Length

4.3 보안 분석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간 인증은 하둡 시스템에서  

요한 보안 요구 사항  하나이다. 제안 로토콜에서

는 데이터를 데이터 노드를 통해 네임 노드로 포워딩하

는 경우 홉- -홉 방법으로 인증 단계를 수행한다. 이 

때, ECC 기반의 ECDSA 알고리즘을 통해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간 인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안 로토콜은 

일부 데이터 노드를 통해 특정 데이터를 선택 으로 포

워드하는 Selective forwarding 공격에 안 하다. 데이터 

노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은 일반 인 보안의 

무결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공격을 방하기 

해서 제안 로토콜에서는 홉- -홉 방법의 인증을 수

행한다. 

제안 로토콜에서 사용한 와 의 라미터는 데

이터 노드에 수신된 데이터가 이 에 보낸 요청 메시지

에 한 응답 확인이 가능하다. 새로운 키들은 데이터 노

드 그룹에 송하기 에 동일 그룹내에서 익명된 키에 

의해 암호화된다. 그룹에 참여하기 해서 새로운 데이

터 노드는 신뢰된 비 키 을 획득해야 한다. 새로운 

데이터 노드는 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네임 노드에게 

데이터 요구를 송한다. 네임 노드 내의 데이터 노드는 

새로운 데이터 노드에게 랜덤 값 를 송한다. 새로운 

데이터 노드는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간 상호 인증 기

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재 키를 획득하고 네

임 노드의 일원이 된다.

제안 로토콜에서는 네임 노드가 보조 네임 노드와 

함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제3자의 재사용공격을 방하

기 해서 네임 노드와 보조 네임 노드가 임의로 생성한 

개인키와 공개키를 생성하여 제3자에게 공개키를 도청되

더라도 안 성을 보장받는다. 제안 로토콜은 주 네임 

서버와 보조 네임 서버 사이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리

서명자를 통하여 스푸핑 공격을 방하고 있다. 네임서

버와 보조 네임서버는 자신들이 선택한 개인키와 공개키

를 이용한다.  네임서버는 서명에 한 권한이나 유효기

간 등의 리서명과 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리서명 정보를 보조 네임서버에 달하여 주 네임

서버 신 데이터를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스푸핑 공격

을 방한다. 제안 로토콜은 주 네임서버에 데이터 정

보를 보조 네임 서버에게 보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환자의 정보가 조출되더라도 인식하지 못한다. 제안 

로토콜은 상호간 등록  인증 요청, 키 교환, 디바이스 

인증 정보 송, 인증 결과 송 등이 이루어지며 다단계 

서비스 근인증에 따른 공격을 방한다. 

5. 결론  

스마트폰의 화로 인하여 최근 빅데이터 보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둡 시스템

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정상 인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안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타원곡선 기

반의 기 인증 로토콜을 제안하 다. 제안 로토콜

은  하둡 시스템의 안 한 다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해서 칭키 암호 기술과 함께 ECC 기반의 알고리즘

을 조합하 으며, 기에 생성된 인증키는 제3자에게 불

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타원 곡선 암호 알고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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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생성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 다. 제안 로토콜

은 악의 인 데이터 노드가 네임 노드로  가장할 경우, 

데이터의 종류, 기능, 특성에 따라 ECC 기반 인증 로토

콜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한 안 성과 낮은 오버헤드를 

지원한다. 향후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빅데

이터 시스템에 실제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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