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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클

라우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당연시 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1]. 그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

업 고유의 솔루션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오픈 스

택[2]이나 유칼립터스[3], 하둡 프레임워크[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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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픈 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도 활발히 연구

중이다[5,6].

특히, 하둡[7]은 아파치 너치(nutch)의 분산 처

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구글의 빅데이

터 관리 솔루션인 구글 파일 시스템(Google File

System) 논문[8] 기반으로 구현된 GFS의 오픈 소

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둡은 기존의 고가의

서버장비가 아닌 저렴한 일반 x86 CPU의 리눅스

장비에서 수 백 페타 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관

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어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페이스 북

(Facebook),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를 포

함한 수백 개의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9,10].

초기에는 소수의 기업들만이 하둡을 사용하였으

며 저장되는 데이터에 민감한 데이터의 비중이 매

우 적었기 때문에 보안이 거의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개인정보와 같이 보안을 필요로 하는 데

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하

둡은 자신들의 기술에 보안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

식하여 2009년 사용자와 서버간의 강력한 상호 인

증을 갖춘 새로운 버전[11]을 발표하였다[10,12].

이때, 하둡은 보안과 성능, 비용 모두를 만족하

기 위하여 공개키 시스템은 배제하였고, 기존 하둡

에 대칭키 시스템인 커버로스(Kerberos)를 결합하

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네임노드와 데이터

노드, 하둡 클라이언트가 모두 커버로스를 통해 인

증하게 되면 커버로스의 키 분배 센터에 병목 현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둡은 성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칭키 기반 토큰 시스템을 함

께 도입하였다[13]. 하지만, 이렇게 보안이 도입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도 재전송 공격 및 가

장 공격에 취약하며, 임의로 토큰을 생성하여 데이

터에 접근하는 데이터 노드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

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하둡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하둡 보

안 프로토콜에서는 임시접근 ID로 사용자의 신분

을 확인하고 해시체인기반 OTKL(One-Time

Key List) 생성하고, 이 OTKL를 이용하여 데이터

블록 접근 토큰의 검증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일회성 암복호화키인 OTEK(One-Time Ecrypt

Key)/OTDK (One-Time Decrypt Key)로 데이터

를 암호화시켜 전달하도록 설계하여 재전송공격과

가장 공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커버로스  

커버로스[10]는 티켓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서

버간의 안전한 상호 인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인

증 프로토콜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로서 인증

에 사용되는 대칭키를 분배하는 키 분배 센터(Key

Distribution Center)이기도 하다.

커버로스는 사용자를 인증하며, 사용자에게 사

용자와 티켓 발급 서버 사이에 사용될 세션키를

발급하여 사용자와 티켓 발급 서버 간의 암호화

통신을 돕는 인증 서버(Authentication Server), 서

비스 서버에 대한 사용자의 인증 값인 티켓을 사

용자에게 발급해주는 티켓 발급 서버(Ticket

Granting Server),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버인 서비스 서버로 구성된다[12].

하둡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커버로스의 사용자가

되고, 네임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커버로스의 서버

가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네임노드가 커버로

스의 서버 역할을 담당하며, 클라이언트와 네임 노

드 사이를 인증한다. 커버로스를 이용한 하둡의 클

라이언트와 네임 노드 사이의 인증철차는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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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커버로스의 인증 과정

Fig. 1. The authentication process of Kerberos

2.2 토큰 시스템  

2.2.1 위임 토큰

위임 토큰은 클라이언트와 네임노드가 인증을 위

하여 공유하는 비밀 값이다. 클라이언트는 초기 커

버로스 인증이 완료된 후 네임노드로부터 표 1과 같

은 구조의 위임 토큰을 발행받고, 그 후의 네임노드

에 대한 인증에 이를 사용한다. 네임노드는 발행한

위임 토큰들이 만료될 때까지 메모리에 보관한다.

표 1. 위임 토큰 구조[9]

Table 1. The structure of delegation token

Delegation Token
TokenID,

Token Authenticator

TokenID
ownerID,renewerID,issueDate,

maxDate,sequenceNumber

Token

Authenticator

HMAC-SHA1(master Key,

TokenID)

위임 토큰은 토큰 아이디(TokenID)와 토큰 인증

자(Token Authenticator)로 구성된다. 토큰 아이디

는 클라이언트 고유 식별자, 지정된 갱신자의 고유

식별자, 위임 토큰 발행일, 위임 토큰 만료일, 그리

고 위임 토큰 생성 카운터로 구성된다. 토큰 인증자

는 클라이언트를 인증할때 사용하는 값으로 master

key와 토큰 아이디의 HMAC-SHA1값이다. 네임

노드는 기본 10시간 주기로 마스터키를 랜덤하게

다시 생성한다.

2.2.2 블록 접근 토큰

블록 접근 토큰은 클라이언트가 네임노드로부터

데이터노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한 비밀값이다. 즉, 네임노드는 먼저 위임

토큰으로 클라이언트를 신분을 확인한 후에 클라

이언트가 요청하는 블록에 대한 블록접근 토큰을

클라이언트에게 발행한다. 클라이언트는 이 블록접

근 토큰을 이용하여 네임노드에 인증할 필요 없이

일정 시간 동안 비교적 간단하게 데이터노드에 접

근할 수 있다.

네임노드는 위임 토큰에서 사용하는 마스터 키

와 별개로 블록 접근 토큰 생성에 사용될 또 다른

랜덤 키를 주기적으로 생성하며, 랜덤 키는 기본

10시간을 주기로 생성된다. 네임노드는 하트비트

메시지와 함께 랜덤 키를 데이터노드들에게 전달

한다. 블록 접근 토큰은 토큰 아이디와 토큰 인증

자로 구성된다. 구조는 표 2와 같다[10].

토큰 아이디는 토큰의 만료일(expirationDate),

블록 접근 토큰 생성 시 사용되는 랜덤 키의 고유

식별자인 키 아이디(keyID), 클라이언트의 고유 식

별자인 소유자 아이디(ownerID), 접근 요청한 블

록의 위치를 나타내는 블록 아이디(blockID), 접근

모드(accessModes)로 이루어져 있다. 접근 모드는

접근 요청한 블록에 대한 읽기, 쓰기, 복사, 재배치

권한을 명시하는 값이다. 토큰 인증자는 네임노드

와 데이터노드가 공유한 키와 토큰 아이디의

HMAC-SHA1 값을 의미한다[12].

표 2. 블록 접근 토큰 구조[9]

Table 2. The structure of block access token

Block Access Token
TokenID,

Token Authenticator

TokenID

expirationDate, keyID,

ownerID, blockID,

accessModes

Token Authenticator HMAC-SHA1(key, Toke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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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둡 보안 프로토콜 설계

본 논문에서 하둡의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하

여 하둡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하둡 보안 프로토콜

을 제안하여 비밀키 노출로 인한 데이터 노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재전송 공격과 가장 공격을

차단하고자 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하둡 보안 프

로토콜의 모듈 구성도와 전체 흐름도를 설명한 것

이다.

그림 2. 하둡 보안 프로토콜의 흐름도

Fig. 2. The flow chart of hadoop security protocol

제안하는 하둡 보안 프로토콜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 저장하거나 읽고자 하는 사용자

에게 사용자 인증키를 발급하는 사용자 인증 모듈,

네임노드와 데이터 노드 사이의 비밀키를 관리하

는 공개키 기반 데이터 노드 관리 모듈,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read/write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하둡 분산 파

일 시스템의 회원이면 데이터 블록 접근 토큰을

발급하는 네임 노드 인증 모듈, 그리고 사용자가

제시한 블록 접근 토큰을 확인한 후, 네임 노드가

발급한 블록 접근 토큰이면 사용자에게 데이터 블

록을 제공하는 데이터 노드 인증 모듈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하둡 분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인증서버(AS), 티켓 발행 서버(TGS), 네임 노드,

데이터노드는 각각 자신의 비밀키와 공개키를 가

지고 있으며, 인증서버(AS)와 TGS 사이에는 공유

비밀키인 가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한

다. 또한 사용자는 하둡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전

에 사전에 ID와 패스워드가 이미 인증 서버에 등

록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표 3. 표기법

Table 3. Notification

3.1 사용자 인증 모듈 설계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는 개인정보와 같이

보안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하둡 분

용어 의미

 User ID

 Name node ID

 Temporary ID

 Authentication Server ID

 Tikcet Generation Server ID

 Name node’s secret key

 Name node’s public key

 Data node’s screte key

 Data node’s public key

 Temporary Key


Sesseion key between authentication
server and TGS


Session key between name node
and data node (=)

 Hash value of TGS

 Hash value of data node

 Hash value of name node

 Encrypted value using 

 Encrypted value using 

 Random number

OTKL One Time Key List

OTEK One Time Encrypt Key

OTDK One Time Decrypt Key

∙ multiply operation symbol

|| concatenation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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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파일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

려는 모든 사용자들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네임노드와 데이터 노드에서 각

각 사용자 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키

를 생성하는 사용자 인증 모듈을 설계하였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인증 모

듈의 처리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사용자 인증 모듈의 처리 과정

Fig. 3. The process of user authentication module

[1 단계]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회원인 사용자는

ID와 Password로 인증서버에 사용자 인증을 요

청한다.

[2 단계] 인증서버는 사용자의 ID와 Password를

확인한 결과, 인증서버에 등록된 사용자이면, 랜

덤한 수 와 사용자 ID()를 해싱한

후에 Folding 연산하여 64bit 임시 비밀키를 생

성한다. 그리고 TGS와의 공유비밀키인 세션키

()로 사용자 ID와 를 암호화

시킨 후에 임시 키인 와 암호문()을

TGS에게 전달한다.

    

   

[3 단계] TGS는 인증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암호문

을세션키인 로 복호화시킨다. 그리고

사용자 ID와 를 해시하고 Folding연산

으로 64bit인 를 계산한다.

      

    

[4 단계] TGS는 2단계에서 전달받은 와 3단

계에서 산출한 를 비교하여 전달받은 메시

지의 무결성은 검증한다. 검증결과가 TRUE이면,

TGS는 네임서버의 공유키인 로 사용자의

ID를 암호화시켜 전달한다.

    

[5 단계] TGS는 랜덤한 수 , 사용자 ID,

임시 접속 ID의 유효시간(sec)을 네임노드의 공

개키인 로 암호화시켜 임시 접속 ID를 생

성한다. 그리고 TGS는 네임노드의 임시 접속 ID

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해시값()를 생성하

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sec 

  sec

3.2 공개키 기반 데이터 노드 관리 모듈 설계

본 논문에서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서버 역

할을 하는 네임 노드가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는 데

이터 노드를 관리하는 공개키 기반 데이터 노드 관

리 모듈을 설계한다. 즉, 공개키 기반 데이터 노드

관리 모듈은 데이터 노드를 네임 노드에 등록하고,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사이의 비밀키를 생성한

다. 이 비밀키는 차후에 블록접근토큰에 사용하여,

블록접근토큰을 검증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4는 공개키 기반 데이터 노드 관리 모듈을

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그 결과 값인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는 동일한 OTKL(One Time Key

List)를 생성한다.

[1 단계]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새로운 데이터

저장소로 추가되는 데이터 노드는 데이터 노드의

ID를 네임 노드에 등록한다. 이때, 데이터 노드는

데이터 노드 ID(), 데이터 노드의 공개키

(), 랜덤한 수인 를 네임노드에 전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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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네임노드는 수신한 데이터 노드 ID와

nonce를 연접하여 해시함수로 해시값()을 계산

한 후, 네임노드 ID, 네임노드 공개키( ),

해시값()를 데이터 노드에 전달한다.

   

[3 단계] 데이터 노드는 자신의 ID와  값을

연접하여 해시함수로 해시값()를 계산하고, 네

임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해시값()와 비교한다.

비교 결과가 참이면, 데이터 노드는 네임노드의

공개키()에 자신의 비밀키()를 곱

셈 연산하여 세션키(Session Key)를 생성하고

세션키를 네임노드에 전달한다.

   

   ∙ 

그림 4. 공개키 기반 데이터 노드 관리 모듈 처리 과정

Fig. 4. The process of data node management module 

based on public key

[4 단계] 네임노드는 1단계에서 수신한 데이터 노드

의 공개키()와 네임노드의 비밀키()

를 곱셈 연산하여 세션키(Session Key)를 생성

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노드의

세션키와 비교한다. 그리고 비교 결과가 참이면,

네임노드는 Hash-chain기법으로 생성할 One

Time Key의 초기값인 StartKey를 랜덤한 수로

생성하고, 이 StartKey를 세션키로 암호화하여

데이터 노드에 전달한다.

   ∙

E(StartKey, )

[5 단계] 데이터 노드는 세션키로 수신한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StartKey를 획득하고, 이 StartKey

를 해시체인기법으로 연산하여 OTKL를 계산하

여 데이터 노드의 저장소에 보관한다.

D(E(StartKey, ))

OTKL(Hash-chain(StartKey))

3.3 네임 노드 인증 모듈 설계

본 논문에서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접속하

려는 사용자는 3.1절에서 취득한 임시 접속 ID로

네임노드에 접속하도록 설계한다. 네임노드는 이 임

시 접속 ID로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위임토큰

과 블록접근토큰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3.2절에서 생성된

OTKL (One Time Key List)에 저장된 Key의

색인 값을 블록접근토큰의 KeyID로 사용하도록 설

계하여 데이터 노드가 블록접근토큰을 검증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재전송 공격, 가장 공격을 탐지하도록

설계한다.

그림 5는 네임 노드와 사용자간의 상호 인증 절

차를 설명한 것이며, 네임노드의 상호 인증 절차와

네임노드의 위임 토큰(Delegation Token), 블록접

근토큰(Block Access Token) 생성의 단계별 과정

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사용자는 TGS로부터 발급받은 임시 ID

(), 임시 ID에 대한 해시값( )를 해당

네임노드에 전달한다.

[2 단계] 네임노드는 TGS로부터 사용자의 ID

()를 암호화시킨 를 전달받았고, 네임노

드는 자신의 비밀키로 를 복호화시키고, 사

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임시 ID()를 네임노

드의 비밀키로 복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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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네임 노드 인증 모듈 처리 과정

Fig. 5. The process of name node authentication 

module

[3 단계] 네임노드는 2단계의 결과값에서 각각 

와 를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가 참이고 유효

시간이내이면, 네임노드는 복호화된

를 해시함수로 해시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달한 해시값인

와 를 비교하여 참이면, 네임노드는 사용

자가 전달한 위임토큰(Delegation Token)을 생

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DT=(TokenID, Token Authenticator)

[4 단계] 사용자는 위임토큰을 이용하여 데이터 노

드와 네임 노드에 데이터 접근을 요청한다. 이때,

네임 노드는 사용자가 전달한 위임토큰을 토큰인

증자로 검증하고, 검증결과가 참이면 사용자 ID

가 요청한 데이터 블록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

블록접근토큰 유효기간, 소유자 ID등을 결정한

후, 블록접근토큰(Block Access Token)을 생성

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BAT=(TokenID, Token Authenticator)

TokenID = (expirationDate, KeyID, ownerID,

blockID, accessModes)

expirationDate = Timestamp + 10(hour)

KeyID = OTKL(index)

OwnerID = IDU
blockID = {1, 2, ... , n}

accessModes = [read only|read|write|..]

Token Authenticator

= HMAC-SHA1(OTKL(index), TokenID)

3.4 데이터 노드 인증 모듈 설계

본 논문에서는 네임 노드로부터 위임 토큰을 발

급받은 인증된 사용자는 데이터 노드에 있는 데이터

블록을 가져오거나 저장하기 위해 BAT를 데이터

노드에 전달한다. 이때 모든 데이터 노드들은 3.2절

에서 설계한 OTKL를 가지고 있으며, BAT를 수신

한 데이터 노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OTKL의

Key를 이용하여 BAT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데이터

재전송 공격을 탐지하는 데이터 노드 인증 모듈을

설계한다.

그림 6은 데이터 노드 인증 모듈의 처리 과정을

설명한 것이며,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사용자는 사용자 ID, 네임노드로부터 발급

받은 블록접근토큰(Block Access Token), 데이

터 블록 번호, 랜덤한 수 , tampstampU

를 데이터 노드에 전달하고,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OTDK(One Time Decrypt Key)를 생성

한다.

OTDK = Folding(H(OwnerID || 

|| TimestampU), 64bit)

[2 단계] 데이터 노드는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블록

접근토큰이 유효기간이내의 블록접근토큰인지, 블

록 번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OwnerID가 맞는

TokenID=(ownerID,renewerID,issueDate,maxDate,s

equenceNumber)

ownerID = IDU
renewerID = IDN
issueDate = Timestamp

maxDate = Timestamp + 10(hour)

seqeunceNumber=sequenceNumber+1

Token Authenticator

=HMAC-SHA1(OTKL(index), TokenID)



해시 체인 기반 일회용 키를 이용한 하둡 보안 프로토콜 설계   347

지를 확인한다. 이때, 이 모든 확인 결과가 참이

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

용자에게 블록접근토큰이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

지를 전달한다.

그림 6. 데이터 노드 인증 모듈 처리 과정

Fig. 6. The process of data node authentication 

module

[3 단계] 데이터 노드는 BAT의 KeyID= OTKL(

index)에 해당하는 Key값을 가져와서 HMAC-

SHA1로 해시값을 계산하고, BAT의 Token

Authenticator와 비교하여 BAT의 무결성을 검

증한다. 이때, 무결성 검증 결과가 참이면, BAT

와 사용자가 전달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OTEK(One Time Encrypt

Key)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에

게 전달한다. 무결성 검증 결과가 거짓이면, 사용

자에게 블록접근토큰이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

를 전달한다.

 = HMAC-SHA1(OTKL(index),

TokenID)

OTEK = Folding(H(OwnerID || 

|| TimestampU), 64bit)

E(DataBlock, OTEK)

[4 단계] 사용자는 데이터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데

이터를 OTDK로 복호화한다.

data = D(E(Data, OTEK), OTDK)

4. 분석

4.1 재전송 공격 탐지

기존의 위임 토큰과 블록접근토큰은 소유자 아이

디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큰 유효시간

동안에 재전송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제안하는 하둡 보안 프로토콜의 네임 노드 인증

모듈에서는 OTKL(One Time Key List)에 저장

된 Key의 색인 값을 블록접근토큰의 KeyID로 사

용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노드 인증 모

듈에서는 데이터 노드가 블록접근토큰을 검증하는데

OTKL의 Key를 이용하여 BAT의 무결성을 검증

함으로써 재전송 공격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 노드 인증 모듈에서는 BAT의

OwnerID을 검증함으로써 가장 공격을 탐지할 수 있

으며, 네임노드는 OTKL에 있는 하나의 키 값으로

암호화하여 새로운 StartKey를 데이터 노드들에게

배포하여 주기적으로 OTKL를 갱신함으로써 OTKL

의 노출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4.2 데이터 기밀성 유지

제안하는 하둡 보안 프로토콜에서는 1회용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 블록을 요청할 경우

에만 일시적으로 작성하는 키로써 OTEK, OTDK

를 생성한다. 이 OTEK, OTDK는 키 생성시의

timestamp를 이용하므로,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이

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OTEK와 OTDK는 키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데이터 노드가 각자 생성하고

Folding기법을 키를 생성하기 때문에 키의 안전성

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키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4.3 성능 분석

성능분석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 블록에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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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 데이터를 전달받는 과정을 기존의 하둡 분

산 파일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총 라운드 수는 6회로 동일하지만 제

안하는 기법에서는 네임노드는 공개키, 비밀키,

OTKL, 그리고 StartKey를 사용하고, 데이터 노드

는 공개키, 비밀키, OTKL, 그리고 OTEK을 사용하

고, 사용자는 OTDK를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기본의 하둡분산 파일 시스템의 네임노드의 마스터

키와 랜덤 키, 데이터 노드의 랜덤 키보다 키 개수

가 많지만,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기밀성을 유지

하면서 재전송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성능분석

Table 4. Performance

HDFS
Proposed

scheme

Total round 6 6

The

number

of key

Name node 2 4

Data node 1 4

User 0 1

Stability

Reply attack × ○

Data

encryption

(Confidentiality)

× ○

5. 결론

본 논문에서 하둡의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사용자 사이의 상호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하여 하

둡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하둡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

하였다.

제안하는 하둡 보안 프로토콜은

첫째, 기본의 하둡 보안 기법인 커버로스, 위임

토큰, 블록접근토큰을 활용하지만, 위임토큰과 블록

접근토큰은 네임노드가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

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해시 체인 기법을 이용하여 네임노드와 모

든 데이터 노드가 동일한 OTKL를 갖도록 설계하

였고, 주기적으로 OTKL를 갱신함으로써 OTKL의

노출로 인한 데이터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OTKL의 Key로 데이터 재전송 공격을 탐

지하고, BAT의 OwnerID을 검증함으로써 가장 공

격을 탐지할 수 있다.

넷째, 데이터 노드의 데이터 블록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일회용 암복호 키를 사용자와 데이터 노

드가 각각 생성하도록 설계하였고, 데이터 노드가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데이

터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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