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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하면 컴퓨  자원을 구축하는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제공자를 완 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를 들어, 클라우드에 

장된 일이 손실되었을 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해 이를 숨

길 수 있다.  이때, 데이터가 장 후에 손실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클라이언트에

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하여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한 

기법을 용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로는 homomorphic tags 기반의 기법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이 기

법은 많은 지수연산을 필요로 하므로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의 효율성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클라이

언트가 증거 생성을 해 많은 연산을 부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성에 을 둔, 특히 클라

이언트의 효율성에 을 둔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Modular arithmetic을 기

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무결성 검증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자주 업데이트 되는 환경을 지원한다. 
Simulation result는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에 매우 효율 임을 보여 다. 

1. 서론

  다양한 보안 이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 에서도 데이터 스토리지에 한 보안이 최

근에 큰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 이는 데이터 스토리

지가 완벽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인 로 비잔틴 오류가 있다. 요청이 락되는 

omission failure와 요청이 부정확하게 처리되는 

commission failure가 비잔틴 오류에 해당하며, 이러한 오

류는 시스템을 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3]. 

비잔틴 오류가 발생하 을 때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하여 발생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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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숨길 수 있다. 는 서비스 제공자가 장공간과 운  

비용을 이기 해 잘 사용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데이

터 일부를 동의 없이 삭제할 수도 있다. 만일 클라이언트

가 자신의 데이터가 손실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부 클라이언트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피

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장된 데이터에 한 무결성을 

클라이언트가 검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무결성을 검증하기 한 기존 연구로는 PoRs (Proof of 

Retrievability)와 PDP (Provable Data Possession)이 표

이다 [4], [5]. 이러한 기법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검증 

기법의 기능 향상에 을 두고 있다: 1. TPA (Third 

Party Auditor)가 데이터를 다운받지 않고 검증이 가능하

도록 설계 2. TPA가 검증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를 획득

하지 못하게 함 3. 데이터가 빈번히 업데이트 되는 환경을 

고려 4. 공개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 기존 연구에서는 

해쉬함수의 단 을 해결하고 동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해 Homomorphic tags를 사용한다. Homomorphic tags

의 단 은 데이터 블록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는 과 계

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다. 용량 일에 

homomorphic tags 기법을 용하기 해서는 무수히 많

은 블록으로 분할해야 한다. 최근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64Mb 내외의 비교  큰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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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모델

로, 데이터 블록 역시 작은 단 로 분할해야 기존 검증기

법을 사용할 수 있다. Homomorphic tags 기법은 증거를 

생성하기 해 지수 연산을, 이를 검증하기 해 bilinear 

pairing을 사용하므로 연산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이 기

법은 클라우드 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연산을 요구

한다. 그러므로, 상용화 수 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법들과는 달리 modular 

arithmetic을 기반으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설계한다. 제

안하는 기법의 가장 큰 장 은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다. 반 으로 기존 기법들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최소한의 연산만으로 검증이 가능하

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의 장공간과 연산능력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자신은 상 으로 낮은 성능의 기기

를 가지는 최근 트 드를 반 하는 것이다. 한, 제안하

는 기법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체 증거를 새로 계

산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 된 블록에 한 증거만 새

로 계산하도록 설계하여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 연구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해 논의한다. 4장에

서 제안하는 기법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Case1: 무결성을 검증하기 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클라이

언트는 일에 한 해쉬값을 TPA에게 송하고, TPA는 

클라우드가 계산해  해쉬값과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클라우드가 일에 한 

해쉬값을 같이 장하면 일의 손상 유무에 상 없이 검

증을 통과할 수 있다. TPA가 클라이언트로부터 h(d)를 

달받은 후에, r을 challenge로 주면 클라우드가 h(d||r)을 

response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TPA가 원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h(d||r)으로 

h(d)를 검증할 수 없다.

 Case2: 두번째로 HMAC (Hash based Massage 

Authentication Code) 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자는 다수의 랜덤 키를 생성하여 각 일에 

해 k개의 HMAC 값을 생성하고 키와 HMAC 값을 TPA

에게 송한다. TPA는 매번 다른 키를 challenge로 클라

우드에게 송하면, 클라우드는 challenge로 계산된 

HMAC 값을 TPA에게 송한다. 이 방법은 클라우드가 

일과 해쉬값을 같이 장할 수 있다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주기 으로 

새로운 키와 HMAC을 생성해야 하며,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에는 HMAC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

다.

Case3: Case2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  연구에

서는 homomorphic tags를 이용한다. Homomorphic tags

는 랜덤 값 u에 데이터 블록 m을 지수 승( ) 하는 형태

로 생성된다. TPA가 r을 생성하여 challenge 하면, 클라

우드는 ∙을 계산하여 TPA에게 송한다. TPA는 

Homomorphic tags에 r승을 하고, 클라우드로부터 송받

은 ∙으로 ∙을 계산한다. 두 값을 비교함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클라우드는 연산 비

용이 게 필요한 반면에 클라이언트가 homomorphic 

tags를 생성하기 해 많은 연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

가 있다. 각 블록에 해 지수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tags 생성 자체에 많은 비용이 들고, 데이터 블록이 지수

로 사용되므로 블록의 크기에 제약이 생긴다. 일의 크기

가 커질수록 블록의 개수가 많아져 tags의 수도 많아지므

로 클라이언트의 부담이 증가된다.

3. 문제 정의 

3.1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논문에서 가정하는 시스템 모델을 나타낸다. 

논문에서는 세 개체로 구성된 시스템 모델을 사용하고, 각

각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큰 용량의 데이터 일을 클라

우드에게 장하고 리를 탁한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우

드에 장한 데이터 일의 복사본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한 클라이언트는 일이 잘 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

기 으로 확인하기 해 TPA에게 검증을 요청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의

해 설치되고 리되며, 충분히 큰 장용량과 연산능력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리한다. 

TPA (Third Party Auditor):  TPA는 클라이언트의 데

이터를 주기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TPA는 

클라이언트 데이터의 무결성 뿐만 아니라 증거가 제 로 

생성되었는지도 검증한다.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에서는 cloud auditor라는 개

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독립 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

질을 검사하는 역할로 설명하고 있다. 그  논문에서는 

무결서 검증이라는 역할에 을 둔다.

3.2 안 성 모델

검증 기법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안 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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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설명

 의 블록 수

 데이터 블록의 집합, 
 RSA modulus,   ×

 

의 증거로 사용되는 집합
     

   
   

 연립 합동식의 해    
 challenge

<표 1> 표기법

1)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클라우드가 검증 결과를 속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2) TPA가 여러번의 challenge-respons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로 원 데이터 일을 복구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제안하는 기법

2장의 Case1, 2를 토 로 생각해 볼 때, 무결성 검증기법

은 클라우드가 동일한 값을 response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 요하다. 클라우드는 TPA가 송한 challenge와 데이

터블록을 섞어서 증거를 생성해야 한다. 논문에서는 

modular arithmetic을 기반으로 효율성에 을 둔 무결

성 검증 기법을 설계한다. Modular arithmetic의 특성을 

이용하면 Case 1에서 언 한 hash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으며, 일이 블록단 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증거를 효

율 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4.1 표기법과 가정

<표 1>은 논문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을 나타낸다. 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정을 사용한다.

가정 1. 데이터 일은 다수의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된다. 

GFS (Google File System)에서와 같이 데이터 블록은 

64Mb 단 를 사용한다.

가정 2. TPA는 클라우드와 공모하지 않는다. TPA는 클

라우드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원하기 한 어떤 값

을 송받거나, 클라우드에게 무결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

는 어떤 값을 송하지 않는다.

가정 3. TPA와 클라이언트는 안 한 채 을 이용하여 통

신한다. 클라이언트가 TPA에게 증거를 송할 때,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사 에 공유된 키를 사용하여 

안 하게 송한다. 

4.2 설정

  클라이언트는 충분히 큰 소수  를 생성하고, RSA와 

동일한 방법으로 을 생성한다. 이때, 안 성을 해 충

분히 큰 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각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을 사용한다. 클라이언트는 검증을 임한다는 의미로 

과 서명값을 TPA에게 송한다.

4.3 증거 생성

클라이언트는 각 블록에 해 무결성 검증을 한 증거

(proof)를 생성하기 해 다음을 계산한다.

  

  

클라이언트는  와 서명값을 TPA에게 송한다. 무

결성 검증 로토콜을 시작하기 에 TPA는 사용자의 증

거를 검증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는 비 값으로 사

용되므로, TPA는 이를 클라우드에게 숨기기 해 합동식

을 구성한다.

≡

≡

합동식의 해는     형태가 된다. TPA는  

을 클라우드에게 송한다. 클라우드는 각 데이터 블록에 

해 ′을 계산하여   ′이면 TPA에게 True

를, 아닐 경우 False를 송한다. TPA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비하여  와 서명값을 장한다.

4.4 무결성 검증

  TPA는 클라우드에게 challenge 메시지를 송하여 무

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우선, TPA는 충분히 큰 소수 r을 

생성하고, 와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다.   ( 는 

  )가 된다. TPA는 를 클라우드에게 송한다. 클라

우드는 challenge에 한 response로 다음을 계산한다.

  

  

⋮
    

클라우드는 TPA에게 이 값들을 송한다. TPA는 이 값

들에 해 다음을 계산한다. 

′   
 ′   

TPA는 장된 ( 는 )와 비교하여 데이터를 검증한

다.

4.5 데이터 업데이트

  클라우드에 장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

면, 무결성을 검증하기 한 증거 역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 때, 한 블록의 변경이 얼마나 많은 블록에 한 

증거에 향을 미치는가가 효율성의 단 기 이 된다. 데

이터 업데이트는 블록 삽입, 삭제,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데이터 업데이트는 클라우드에 데

이터가 장된 이후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데이터 블록 가 삽입되었을 때, 클라이언트는 삽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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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에 해 새로운 합동식을 생성한다.

   

  

클라이언트는 계산된 합동식을 TPA에게 송하면, TPA

는 검증을 거쳐 합동식을 추가한다.

  데이터블록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는 단지 삭

제되는 블록 번호를 TPA에게 송하면 된다. 그러면, 

TPA는 해당 블록에 한 증거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업

데이티 할 수 있다. 블록의 수정은 삭제 후 삽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분석

5.1 안 성 분석

본 에서는 3.2 에서 언 한 안 성 모델을 바탕으로 제

안하는 기법을 분석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주 목 은 클라

우드에 장된 데이터의 손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해 클라우드가 실제 데이터 없이는 유효한 response를 생

성할 수 없다는 것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리 1. 만약 클라우드가 검증과정을 통과한다면, 클라우

드는 반드시 합당한 데이터 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증명.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오류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숨기기 해 합한 합동식을 계산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RSA modulus가 충분히 길다는 제 하에 

증거의 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한 증명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의 두 인수,  를 비 키처럼 사

용한다. 클라우드는 만 알 수 있으므로, 검증과정을 통

과하기 해서는 반드시 을 인수분해 하여야 한다. 

의 인수를 모를 때 가능한 가장 좋은 공격은 와   

(은 의 길이) 만큼의 나눗셈 연산을 필요로 한다. 즉, 

TPA와 공모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의 증거는 계산 으

로 안 하다. 추가 으로, 클라우드는 여러번의 challenge

로부터 를 획득할 수 있다. challenge들은 모두 

RSA modulus 형태이며, 이들로부터 를 추출하기 해

서는 인수분해가 필요하다. 이는 앞서 언 한 문제와 동일

하다.

정리 2. 클라우드의 response 로부터, TPA는 

를 복원할 수 없다.

증명. 이번에는 TPA를 공격자라고 가정한다. 여러번의 

challenge-response로부터 TPA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형태라는 것이다.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

터 블록의 크기는 64 MB이고, 은 1024 bit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는 65536 개의      하나이다. 

TPA는 정확히 같은 데이터블록을 찾기 해 수많은 연

산과 인코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데이터 블록을 복

원하는 것이 계산 으로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효율성 분석

제안하는 기법은 modulo 연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무

수히 많은 지수 연산을 필요로 하는 homomorphic 

encryption 기반 기법보다 효율 이다. <표 2>는 기존 기

법과 제안하는 기법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 다. 

[4] [5] 제안하는 기법

증거 생성 
(ms) 1055.7 1067.3 157

response 
계산 (ms) 323.2 321.7 99

검증 (ms) 521.3 518.3 78

<표 2> 기존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의 연산량 비교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modular arithmetic을 기반으로 효율성에 

을 둔 데이터 무결성 검증기법을 설계하 다. 제안하

는 기법은 클라우드가 합당한 데이터 일 없이는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없으며, TPA가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라이버시를 보장해 다. 한, 

제안하는 기법은 클라이언트가 증거를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 기존 기법에 비해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며, 데이터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효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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