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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아웃소싱(Outsourcing)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 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개인 정보, 증권, 는 의

료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행한 질의 결과 데이터가 데이터 소유

자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이며, 정확한 질의 결과를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한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

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기존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은 질의 결과에 포함되는 무결성 검증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여 검증 데이터 송 오버헤드 증가  데이터 노출 험 증가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지원하는 암호화 데이터 기반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은 암호화된 데이터 그룹을 주기 함수를 이용하여 재분할하고, 최종 데이터 

그룹 id를 힐버트 커 를 통해 변환한다. 따라서, 검증 데이터 오버헤드를 감소시켜 효율 인 질의 처리를 

지원하며, 그룹 id 변경을 통해 검증 데이터 유출 험을 방지한다.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

존 기법에 비해 질의 처리 시간 측면에서 평균 2배, 검증 데이터 오버헤드 측면에서 최  20배의 성능을 

개선함을 보인다.

1. 서론  련연구

최근 정보 처리  통신 기술의 발 에 따라 치데이

터, 병원 의료 정보 등의 용량 데이터를 장  처리하

기 한 클라우드 컴퓨  기술이 크게 확산되었다. 따라서 

개인  소규모의 데이터 소유자가 증가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고, 사용자에게 개선된 질의 

처리 환경을 제공하기 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컴

퓨  환경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연구에 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 아웃 소싱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개인 정보, 이동 궤 , 증권, 

는 의료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호

하기 한 데이터 암호화 기법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특

히, 질의 처리 서버에서 암호화 된 데이터의 복호화 없이 

질의 처리를 수행하기 한 암호화 기법으로써 순서 보존 

암호화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존 데이

터베이스 순서 보존 암호화 기법의 표 인 연구는 

OPES (Order-Preserving Encryption Scheme) [1]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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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OPES는 정렬된 데이터를 분할하여 버킷을 생성하

고, 버킷의 데이터 분포를 변환하여 암호화하는 기법이다. 

이때, 데이터 소유자는 임의의 데이터 분포를 사용함으로

써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 보

호 수 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암호화 데이터 기반 질의를 수행할지라도 사용

자는 신뢰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행한 질의 

결과 데이터가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이며, 

원본 데이터에서 손실되거나 훼손된 데이터를 포함하는지

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하기 한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으로 Merkle 해시 

트리 기반 기법[2]과 그룹 시그니처 기반 기법이 제안되었

다. 첫째, Merkle 해시 트리 기반 질의 결과 검증 기법[2]

은 이진 트리(binary tree)에 데이터를 장하고 일방향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이 때, 트리의 말단 노드에 각 데

이터 튜 (tuple)을 기반으로 생성한 해시 정보를 장하

고, 내부 노드는 자식 노드의 해시 정보를 연속 장

(concatenation)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삽입/삭제  업데

이트 시에 해당 데이터와 련된 모든 노드의 해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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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  질의 처리 흐름

를 업데이트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검

증을 한 인덱스의 리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 인 

문제 을 지닌다. 둘째, 표 인 그룹 시그니처 기반 무

결성 검증 기법인 S. Balpande연구[3]는 버킷(bucket) 기

반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즉, 데이터를 데이터 값에 따라 그룹화하고, 데이터 튜

마다 생성된 시그니처를 Condensed-RSA[4]를 사용하여 

Checksum이라 정의한 버킷의 시그니처를 생성한다. 따라

서, 질의 수행 시 질의 처리 시 질의 결과를 포함하는 버

킷의 데이터  Checksum을 송함으로써 질의 결과 무

결성 검증을 수행한다. 인증된 사용자는 송받은 

Checksum과 검증 데이터를 통해 생성한 Checksum’를 비

교하여 무결성 검증을 수행한다. 그러나 해당 기법은 버킷

의 크기에 따라 질의 처리  질의 결과 검증을 제공하기 

해 다수의 False Positive를 포함하는 문제 이 존재한

다.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을 

한 시간  연산 오버헤드가 증가하며, 데이터 유출 험

이 증가하는 문제 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한 순

서 보존 암호화 기반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데이

터 그룹을 재분할하고, 최종 데이터 그룹 id를 힐버트 커

를 통해 변환한다. 한 서  그룹단 로 검증 시그니처

를 생성한다. 범  질의 수행 시, 질의 결과 역에 해당

하는 데이터 그룹 id를 탐색하고 해당 그룹의 시그니처를 

힐버트 id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함으로써, 

암호화 된 데이터와 데이터 그룹 정보를 연 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을 한 데

이터 송 오버헤드를 감소하면서 더욱 높은 정보 보호를 

제공한다. 

2. 제안하는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

2.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체 시스템은 데이터 소유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인증된 사용자로 구성된다. 데이터 소유자는 자신

이 수집한 원본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P라 할 때, 아웃소

싱 환경에서의 정보 보호를 해 AES[5], OPES[1] 등 암

호화 기법을 통해 암호화 된 데이터베이스 E(P)를 생성한

다. 한, 무결성 검증을 한 암호화 인덱스를 구축한 후, 

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한다(1-a). 한, 인증된 사

용자에게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화 할 수 있는 키와 무

결성 검증을 한 인덱스를 송한다(1-b). 향후 데이터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리하기 한 업데

이트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한다(1-c). 

  한편, 아웃 소싱 데이터베이스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상

에서의 질의 수행 시, 인증된 사용자는 데이터 소유자로부

터 송받은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질의를 변환하고, 질의 

 질의 역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시그니처 id(s)를 무결

성 검증인덱스를 통해 탐색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

한다(2-a). 서비스 제공자는 송받은 질의를 처리하고, 

질의 결과 데이터  시그니처를 인증된 사용자에게 반환

한다(2-b∼c). 마지막으로, 인증된 사용자는 질의 결과 데

이터를 이용하여 시그니처를 생성하고, 송받은 시그니처

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질의 결과 무결성을 확인한다. 만

약 생성한 검증 데이터와 송받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 질의 결과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질의 

결과를 삭제한다. 

2.2 힐버트커  기반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

  제안하는 주기 구간 별 서  그룹을 이용한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법은 먼  질의 결과 검증 데이터 오버헤

드를 감소하기 해, 그룹화 된 데이터를 주기함수를 이용

하여 서  그룹(sub-group)으로 재분할한다. 그 다음 각 

서 그룹을 통해 검증을 한 시그니처를 생성하고, 서

그룹 id를 힐버트 커 에 맵핑하여 변환한다. 따라서 변환

된 그룹 시그니처 id와 시그니처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

에게 송함으로써, 서  그룹과 데이터 튜 과의 연 성 

은닉할 수 있다. 

  질의 수행을 한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시그니처 생

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렬된 데이터에 해 값의 

구간을 동일하게 하여 G개의 그룹으로 분할한다. 이는 기

존의 버킷 기반 분할 기법과 동일한 방식이다. 둘째, 질의 

결과 검증 데이터 오버헤드를 감소하기 해, 주기함수를 

이용하여 G개의 데이터 그룹을 k개의 서  그룹

(sub-group)으로 재분할하고, 서  그룹 정보를 인덱스에 

장한다. 이는 질의 결과로 반환되는 데이터 수  검증 

데이터 수를 감소시켜 질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한 

목 을 지닌다. 주기 함수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함수 

값이 반복되는 함수로써, p(x)가 상수 w에 하여 p(x) = 

p(x+w)의 계를 만족할 때, p(x)는 w를 주기로 가지는 

함수로 정의된다. 주기함수에는 표 으로 삼각 함수, 차

원 함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삼각함수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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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Range query processing

Input : Query range [low, upper], Encryption Key 

CK, RSA

Output : Query result set R, signature set S

/*query user*/

 1: encrypt query range with CK;

 2: request the server for all data whose  
   sub-group overlaps the query region;

/*service provider*/

 3: for each sub_group range∊query do

 4:   query result += all data in the sub_group

 5: for each requested hilbert id do

 6:   search signature index

 7:   S += signature 

 8: return R and S,to the user

/*query user*/

9: generate signature RSA(R)

10: compare RSA(R) and S

11: if matches,

12:    select the result R

13: else delete R

를 들어, 주기함수   


  의 주기의 범

는 12 < 4π < 13 이다. 따라서, 주기 범  설정  주기 

구간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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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기를 이용한 서 그룹 구간 설정

(b) 주기 구간 범  

(그림 2) 암호화된 데이터 분포 

 둘째, 각 그룹 G의 서  그룹의 수가 k일 때,  k≤n*n을 

만족하는 힐버트 커  생성 단  n을 설정한다. 이때, k가 

n*n보다 작은 경우, k<x<n*n의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 x

는 임의의 값을 장한다. 셋째, 힐버트 커 에 서  그룹 

id를 매칭하여 원본 그룹 id 값을 변환한다. 이 때, n*n 그

리드에 서  그룹 id를 매칭하기 해, 힐버트 생성단  n

을 그룹 id로 나  몫과 나머지를 이용한다. 따라서 몫을 

x값, 나머지를 y값으로 갖는 그리드 셀을 탐색하여 서  

그룹 id를 맵핑하고, 해당 셀의 힐버트 id로 서  그룹 id

를 변환한다. <그림 3>과 같은 힐버트 커 가 생성되었을 

때, 임의의 그룹 Gi에 해 16개의 서 그룹을 매칭한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마지막으로, 원본 데이터 id  데

이터 그룹 id를 Condensed-RSA[4]에 용하여 시그니처

를 생성하고, 이를 장한다. 임의의 그룹 Gi에 해 시그

니처를 기반으로 구성한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인덱스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3) 힐버트 커   그룹 id 매칭

(그림 4) 그룹 id 변환 결과

(그림 5) 시그니처 인덱스

  알고리즘 1은 범  질의 처리 시 인증된 사용자와 서비

스 제공자 간에 수행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첫째, 인

증된 사용자는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송받은 암호화 키

를 이용하여 질의를 암호화 하고, 질의 범 가 속하는 서

그룹을 탐색한다(line 1). 둘째, 탐색한 서 그룹 id를 힐

버트 커  id로 맵핑하여 질의와 함께 송한다(line 2). 

셋째, 서비스 제공자는 질의 범 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 

 변환된 그룹 id에 해당하는 시그니처 정보를 탐색하여, 

사용자에게 송한다(line 3～8).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송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그니처를 생성하고, 송받은 

시그니처와 비교하여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수행한다. 만

약 일치하는 경우, 질의 결과를 선택하고, 그 지 않으면 

질의 결과를 삭제한다(line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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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평가

   성능평가 환경은 [표 1]과 같으며, 성능평가에 사용한 

데이터는 코드 수 10,000개의 Uniform 분포를 갖는 데

이터를 사용하 다. 성능평가 매개변수는 범  질의 역 

크기에 해, 10, 50, 100, 200, 500, 1000로 설정한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범  질의에 따른 질의 처리 시간, 질의 

결과의 False Positive 수, 질의 결과 검증에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 다. 각 측정값은 100회 질의에 한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다. 성능 평가는 S. Balpande[3]의 버킷 기반 

무결성 검증 기법과의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표 1] 실험 환경 

항목 성 능

CPU Intel(R) Core(TM) i5-3470 CPU @ 2.30 Ghz

Memory 4GB

OS Wondows 7 Ultimate K

Compiler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그림 6) 질의 역 크기에 따른 질의 처리 시간

(그림 7) 질의 역 크기에 따른 False Positive

 

(그림 8) 질의 역 크기에 따른 질의 결과 검증 시간

   <그림 6>은 범  질의 역 크기에 따른 질의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  기존연구 모두 범  

질의 역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탐색되는 데이터 수가 증

가하여 질의 처리 시간이 비례 으로 증가한다. 질의 역

의 크기가 50일 때, 기존연구는 약 4.99ms, 제안하는 기법

은 약 2.1ms의 질의 처리 시간을 요구하여 기존 연구보다 

2배 이상 개선된 질의 처리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제안하는 기법이 주기함수 기반 분할  시그니처 생

성을 통해 질의 결과에 포함되는 데이터 수를 크게 감소

시킴으로써 데이터 송  검증 오버헤드 측면에서의 성

능을 개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범  질의 변화

에 따른 평균 False Positive 수를 나타낸다. 성능 평가 결

과 제안하는 기법이 평균 20배 개선된 성능을 보이며, 두 

기법 모두 False Positive의 수는 범  질의 역 크기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False 

Positive의 수가 질의 역에 포함되는 그룹의 수가 아닌 

그룹 내 데이터 수에 계있기 때문이다. False positive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범  질의 역의 최하   최상  

범 에 교차하는 그룹의 데이터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검

색되는 그룹의 수와 계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

림 8>은 범  질의 변화에 따른 질의 결과 검증 시간을 

나타낸다. 질의 결과 검증 시간은 질의 범 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그니처를 생성하기 때문에, 질의 범

에 포함되는 데이터 버킷  데이터 수와 하게 

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의 범  내 데이터 수 증가

할수록 질의 처리 시간  검증 시간이 증가한다. 제안하

는 기법의 경우 주기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그룹을 재분

할하며 각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 분포가 크게 다르기 때

문에 데이터 값의 구간으로 균등 분할을 수행하는 기존 

연구에 비해 개선된 성능을 보인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 데이터 질의 처리 시, 정보보호

를 지원하는 힐버트 커  기반 질의 결과 무결성 검증 기

법을 제안하 다. 아울러,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

이 검증 데이터 오버헤드  질의 수행 시간 측면에서 개

선된 성능을 보임을 입증하 다. 향후 연구로는 문자 데이

터를 한 암호화  무결성 검증 기법에 한 연구를 수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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