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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은 외부 스토리지(예를 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크게 증가시켰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버 오류나 해커의 공격 등을 통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일 피해를 입은 데이터가 잘 사용되지 않
는 데이터라면 서버는 오류 사실을 은닉하고 정상적인 데이터처럼 보이거나, 해당 데이터를 소거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기 이전에 제안된 기법들에서부터 
최근 제안된 기법들까지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모델을 세워 분류한다. 또한 각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보안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1. 서론* 

데이터를 외부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은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널리 사
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은 사용자의 외
부 스토리지(예를 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현재 Naver nDrive, Daum Cloud, 
Google Drive 등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용
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
떻게 저장되어 있고, 관리되는지는 알 수 없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해

킹이나 비잔틴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 손실이 발생
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사용자가 데이터 사본을 유
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곧 사용자 데이터 손실로 
연결된다. 손실된 데이터가 가끔 사용되는 것이라면,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를 소거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
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
터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데이터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은 해쉬(Hash)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쉬는 입력 값에 
미세한 변화가 생겨도 결과에 큰 영향이 생기는 성질
                                                           
* 이 논문은 2013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2-R1A2A2A01046986) 
* 이 논문은 2013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2-R1A1A2
009152) 

(눈사태 효과, Avalanche effec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해쉬 값을 유지하기만 해도 쉽게 자신의 데
이터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쉬 값만 사용하게 되면 스토리지 서비스 제
공자의 재전송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준동형 서명에 기반을 둔 기법들이 제안되기 
시작했다.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온전히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검증자가 검증을 위한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초기의 연구들은 데이터를 저장한 사용
자가 검증을 수행했다. 따라서 검증에 사용되는 값을 
사용자가 유지했다. 이 경우 검증자로 인한 평문 노
출 등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 값을 생성하기 
위해 평문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기법이 제안
되었다. 하지만 검증 값을 유지하는 비용과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 비용이 사용자에게 부담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 3 검증자 (TPA, Third Party Auditor)를 
두어 검증을 수행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제 3 검
증자를 이용하면 검증과정에 사용자의 부담이 없어진
다. 하지만 이를 위해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와 제 
3 검증자 사이에 공모가 없어야 하며, 제 3 검증자에
게 사용자의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개검증 기법을 흐름

에 따라 살펴보고 이들을 분류하여 모델을 수립한다. 
이후 각 모델에 따라 고려되었던 사항과 연구의 흐름
을 정리하여, 향후 공개검증 기법의 연구 방향을 모
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공개검증 기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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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초지식들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 현재까지 
제안된 공개검증 기법을 소개한다. 4 장에서는 3 장에
서 소개한 기법들에 따라 모델을 세우고 분류하고, 
분석한다. 5장에서는 4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개 검증 기법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결론을 맺는
다. 
 
2. 기초지식 

본 장에서는 공개검증 기법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환경 및 기초지식에 대해 소개한다. 공개검증 
기법 연구가 외부 스토리지 검증에서 유래된 만큼, 
거의 동일한 환경을 띄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스토리지 검증 기법을 공개검증 기법의 초기 연구로 
판단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가. 참여자 
공개검증 기법의 참여자는 크게 소유자, 서비스 제

공자, 검증자로 구분할 수 있다. 소유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용자를 말한다. 소유자는 자신
의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고, 데이터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소유
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체를 말한다. 실제 저장은 
스토리지에 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를 하는 주체
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검증자는 스토리지에 저장된 소유자의 데
이터를 검증하는 개체를 말한다. 검증자는 소유자 본
인이 될 수도 있고, 제 3자가 될 수도 있다. 
나. 로컬 데이터 검증과의 차이점 
공개검증은 로컬 데이터 검증과 달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두 검증 시스템의 환
경적 차이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공
개검증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다. 
로컬 데이터 사본 없음: 로컬 데이터 사본은 소유

자가 외부 스토리지에 저장한 테이터 외에 로컬 스토
리지에 동일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인 공개검증 기법에서 로컬 데이터 사본이 없다고 가
정하고 있다. 소유자가 외부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로컬 데이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 상의 소유
자는 외부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단말에 남
은 데이터를 지운다.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다수 사용자의 접근: 공개검

증 기법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용량이 크고, 여러 사
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예로 천문
학 데이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 여러 
사람이 접근해야 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자들이 검증을 수행할 수 있거나 검증의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 필요한 통신 비용: 로컬 데이터 검증과 달

리 공개검증 기법은 온라인으로 검증에 필요한 데이
터를 주고 받는다. 검증을 위해 전체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있지만 I/O 및 통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
터는 작을수록 좋다. 

제 3 검증자로부터 데이터 보호: 최근에 제안되고 
있는 기법들은 검증만 수행하는 개체를 두어 검증에 
필요한 소유자의 오버해드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검
증자가 평문 데이터를 사용하면, 검증자를 통해 데이
터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프라이버
시, 나아가 회사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3 
검증자는 검증을 수행하되 신뢰하지 않는 기관이라 
가정한다. 
 
3. 공개검증 기법 

본 장에서는 초기에 제안되었던 무결성 검증 기법
에서부터 최근 제안되고 있는 공개검증 기법까지 소
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법들을 해쉬기반 검
증 기법, 준동형 태그기반 검증 기법, 제 3 검증기관
을 통한 검증 기법 등 셋으로 분류하였다. 

 
가. 해쉬기반 검증 기법 
외부 스토리지 검증기법의 초기 연구 대부분 해쉬

(또는 MAC)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만큼 해쉬는 무
결성 검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해쉬 기
반의 검증 기법은 서버가 자신이 저장한 데이터의 해
쉬 값을 보냈을 때, 검증자가 유지하고 있는 해쉬 값
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Lillibridge 
등은 리드-솔로몬 삭제 수정 코드(Reed-Solomon 
erasure-correcting code)를 여분 블록에 삽입하는 기법
을 제안했고[1], Naor 등은 오류 수정 코드(Error-
correcting code)를 파일과 블록에 삽입하고 해쉬를 하
여 전달하는 기법을 제안했다[2]. 두 기법 모두 데이
터 손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원본 데이터를 사
용자에게 다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크다
는 단점이 있다. Jules 등은 파일을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을 오류 수정 코드로 인코딩하는 기법을 제안
했다[3]. 암호화된 파일 사이에 검증을 위한 블록
(Sentinel)을 함께 보내고, Sentinel을 통해 검증을 수행
한다. 이 기법은 서버가 Sentinel 을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일 수 있지만, Sentinel 의 수에 따
라 횟수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해쉬기반 기법은 연산이 가볍다는 큰 장점을 가지

고 있지만, 반면 원본 데이터가 없이 새로운 해쉬 값
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Shah 등은 랜덤 값을 이용해 여러 개의 해쉬 값을 만
들고 한 번에 하나씩 해쉬 값을 사용하며 검증하는 
기법을 제안했다[4]. 하지만 질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검증을 수행하는 개체는 모든 파일에 대해 여러 개의 
해쉬 값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나. 준동형 태그기반 검증 기법 

준동형이란 :f   인 함수가 있을 때 

1 2 1 2( ) ( ) ( )f g g f g f g   와 같은 성질을 말한다. 

이때 1 2,g g  이고,  와  는 각각  와  의 
연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지수연산에서 쉽
게 찾을 수 있다. 
연구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준동형 태그의 등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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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횟수가 한정적인 해쉬기반 기법을 개선하기 위
해 제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준동형 태그를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가 없어도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우리가 알기로 Deswarte 등은 최초의 준동형 태그 

기반 공개검증 기법을 제안했다[5]. 제안된 기법은 서
버가 생성한 값과 사용자가 생성한 값을 결합하여 검
증하는 것으로서, 마치 디피-헬만 키교환 기법과 닮아
있다. 사용자는 데이터 업로드 시 유지하고 있던 

modmt a N 와 modrR a N 을 서버에게 전송한
다. 서버는 modmP R N 을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사용자는 ? rP t 을 통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서버가 생성하는 검증 값에 사용자의 질

의가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파일을 전부 유
지하지 않고도 횟수에 제한 받지 않고 질의 할 수 있
다. 하지만 데이터 전체를 지수에 취해야 하기 때문
에 사용자와 서버 입장에서 연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
이 있다. 

Filho 등은 오일러 함수를 해쉬처럼 사용하여 서버
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기법을 제안했다[6]. 이 기법은 
Deswarte 등의 기법에서 사용자가 유지하는 값의 크
기와 질의를 위해 성성하는 연산을 줄인 기법이다. 
Deswarte 등의 기법보다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파일 전체를 지수에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에 대한 
부담이 크다.  

Yamamoto 등 메시지를 메시지를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마다 사용자의 챌린지와 결합하여 증거를 생
성하는 기법을 제안했다[7]. Ateniese 등은 이를 몇몇 
데이터 블록만 선택적으로 검사(샘플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8]. Yamamoto 등의 기법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에 완전히 검사할 수 있지만, 
샘플링 하는 것에 비해 연산량이 많다. 반면 샘플링
을 하게 되면 적은 데이터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오류가 발생한 블록에 샘플
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샘플
링을 이용하는 기법들은 샘플링하여 반복적으로 수행
하여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다. 제 3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 기법 
앞서 언급한 기법들은 데이터 소유자(클라이언트)

가 검증을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의 기법들은 이를 
제 3 검증기관에 위탁하고 검증의 결과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키
의 소유자’ 또는 ‘데이터 소유자’ 등의 제한에서 벗어
나, 여러 사용자에게 균일한 수준의 검증 레포트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사용자
들이 모바일 단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환경
과 같이 직접 검증을 수행하게 되면 연산량뿐만 아니
라 베터리, 통신량 등 더 많은 오버해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제 3 검증기관을 통하게 되면 사용자의 
데이터가 원치 않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
기 위한 기법들이 함께 제안되고 있다. 이에 Q. Wang 

등은 기존의 기법을 제 3 검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한편, 사용자 데이터의 동적 업데이트를 지
원하기 위해 머클 해쉬 트리(Merkle Hash Tree)를 이용
한 기법을 제안하였다[9]. 

 
4. 각 검증 모델에 대한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세가지 검증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장단점에 대해 서술한다. 
해쉬기반 기법은 사용자가 파일에 대한 해쉬 값을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달 받은 해쉬 값과 
비교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연산량 측면에서 가장 
저렴하지만, 원본이 없이는 새로운 질의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전송 공격에 취약하다. 재전송 공격을 
막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제안되었으나 질의 횟수에 
제한을 받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 서비스 제
공자, 검증자 모두에게 가장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검
증 기간과 검증 횟수를 조절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 될 수 있다. 
준동형 태그기반 기법은 해쉬기반 기법의 검증 횟

수 제한을 해결하고 사용자의 질의를 반영한 이상적
인 기법이다. 하지만 관련 기법들의 연산량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검증자 모두에게 부담
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블록단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섹터단위로 나누어 사용자의 챌린
지와 결합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선택
적으로 몇몇 블록들만 검사하는 샘플링 기법이 제안
되었지만, 비결정적 기법이다 보니 블록을 바꾸어가
며 반복수행으로 확률을 높이고 있다.  
제 3 검증기관을 통한 기법은 앞서 설명한 두 기법

과 별도로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다. 즉, 제 3 검증기
관을 두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검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제 3 검증기관이 참여하면 사용자가 검증을 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데이터가 제 3 검증기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에 
필요한 연산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공개검증 기법에 대한 연구들을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하여 소개하였고, 이들의 장단점과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공개검증 기법
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자가 검증 값 생성 시 원본 데
이터를 사용하게 만드는데 있다. 초기의 연구는 이를 
위해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분
할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연
구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안된 Wang 등의 기법은 기존 기법
들의 총집합이라 할 만큼 기존 연구들을 충실히 포함
하고 있다[10]. 하지만 이러한 Wang 등의 기법도 정
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최근 사용되는 클
라우드 스토리지는 SaaS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즉 최근의 스토리지는 데이터가 동적으로 
변경된다. 공개검증 기법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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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고려해
야 할 사항은 검증자가 유지하고 있는 정보와 업데이
트된 데이터의 불일치다. Wang 등은 머클 해쉬 트리 
기반 기법을 통해 동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
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기법은 보안 측면에서 일
부 허점을 포함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연
구는 동적 업데이트에 초점을 맞춘 공개검증 기법과 
연산량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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