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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분산 시스템의 기술이 발 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분산방식으로 환해가는 추세

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 발 과 공  확산으로 인해 모바일 기기의 분산 SNS에 한 연구로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응용한 모바일 클라우드 SNS가 연구되고 있다. 한, 제 3자의 미인증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SNS 속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를 방지하는 사용자 모바일 기기 인증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Proxy Re-Encryption 기술을 응용하여 안 한 모바일 기기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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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

는 사용자간의 의사소통  정보공유를 한 수단으로 개

발되었고, 단순한 의사소통  정보공유의 매개체뿐만 아

니라 상업, 정치, 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SNS는 앙집권방식에서 분산 시스템과 

SNS을 융합한 분산형 SNS 방식으로 환되는 연구가 진

행 이다. 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

로 인해 모바일 분산 SNS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연산 처리 한계  메모리 한계를 극

복하기 해 클라우드를 이용한 분산형 SNS 모델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클라우드 보안에 한 신기술이

나 사용자 모바일 기기 인증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1][3]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의 클라우드 SNS 사용자 인증을 

해 Proxy Re-encryption 기술을 용한 인증 로토콜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클

라우드 컴퓨  기술에 해서 소개하고, 3장에서는 Proxy 

Re-encryption 기술을 소개하며 4장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SNS 사이의 Proxy Re-encryption 기술을 용

한 사용자 모바일 인증 모델  로토콜을 제안한다. 마

1) 교신 자, dhwon@security.re.kr

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다룬다. 

2.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컴퓨 은 1965년 John McCarthy가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유 가 사용하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 상

의 서버에 장되고, 보유하고 있는 IT 기기의 하드웨어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을 의미한다. 

(그림 1) 클라우드 서비스 

 (그림 1)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을 도식화 한 것으로 

웹 2.0, SaaS(Software as a Service)와 같이 최근 잘 알

려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구입비용이 으며 휴 성  

컴퓨터 가용성이 높고, 다양한 기기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통한 일치된 사용자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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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각 받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 손상 시 복구가 어렵다는 과 

통신환경이 열악하면 서비스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클

라우드 서버가 공격당하면 서버에 장된 모든 정보가 유

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보안 이 존재한다. 이러한 보

안 에 응하기 해 클라우드 보안 기술에 한 많

은 연구가 진행 지만 재까지는 기존의 보안 기술을 

용하는 수 이다.[3][4][5]

3. Proxy Re-Encryption

   Proxy Re-Encrtption은 암호문의 복호권한을 임하

는 기술로서 1997년 Mambo, Okamoto가 처음으로 제안하

지만 송신자가 부재  일 경우, 암호문을 변환할 수 없

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1998년에 

Blaze, Bleumer, Strauss은 ElGamal 암호방식을 사용한 

BBS 기술을 제안하 다. BBS방식은 Proxy가 

Re-Encryption key를 이용하여 A의 암호문을 B의 암호

문으로 변환하는 방식이지만 Proxy와 B의 공모공격에 취

약한 과 A의 비 키를 계산할 수 있다는 취약 이 발

생하 고, 2003년 Dodis, Ivan에 의해 BBS방식의 문제

을 개선한 DI방식을 제안했다. DI방식은 A의 비 키 일부

를 B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B가 메시지를 복호할 때 A

의 비 키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키 분배 문제와 

Proxy와 B의 공모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 이 발생하

다. 2005년 Ateniese 등이 DI방식을 개선한 AFGH방식을 

제안했다. 

(그림 2) AFGH 방식

 (그림 2)는 AFGH 방식을 나타낸 그림으로 만약, A가 B

에게 메시지를 송하려면 A는 메시지( )를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Proxy에 송을 하게 되며 Proxy는 

암호화 된 메시지()를 Re-Encryption Key( )로 재

암호화()하여 B에게 송을 하게 된다. 재암호화를 

한 는 Proxy 는 A가 A의 비 키와 B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생성하게 된다. 를 송받은 B는 자신의 비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 )를 복호하게 된다.[2][6]

 AFGH 방식은 A 에서는 A의 비 키와 B의 공개키

를 이용하여 를 생성하고 B 에서는 B의 비 키와 

A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를 생성하기 때문에 사 에 

서로의 비 키를 공유하지 않으며 Proxy가   값을 이

용하여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단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한, 공모공격을 해 Proxy가 A와 결탁한다고 

하여도   값으로부터 B의 비 키를 얻기가 어렵기 때

문에 공모공격에도 안 하다는 이 이 있다.

4. 제안 모델  로토콜

   클라우드 SNS를 사용하기 해 모바일 기기를 메인 서

버로 사용하게 되면 모바일 기기는 콘텐츠 데이터를 비롯

하여 개인  친구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장해야한다. 

하지만 연산 과부하를 비롯하여 모바일 기기 분실 시, 모

바일 기기 메모리에 장된 정보가 외부로 노출 될 수 있

는 이 존재하게 된다.[3] 따라서 본 모델은 클라우드

에 콘텐츠 데이터를 장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장된 데

이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 하다고 가정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는 모델은 AFGH 방식의 Proxy 

Re-encryption 기술을 분산방식의 클라우드 SNS에 용

시킨 것으로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구상 모델 

 (그림 3)은 모바일 기기의 연산 부담, 키 리  메모리 

감소를 하여 클라우드를 기본 연산도구  콘텐츠 데이

터 장 장치로 이용하 고,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사이

에는 Proxy 서버를 사용했다.

 사용자가 클라우드 SNS에 처음 속하면 모바일 기기 

고유번호의 해쉬 값을 생성하여 클라우드에게 송함과 

동시에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는 각각 공개키와 개인키

를 생성 보 하게 된다. 한, 모바일 기기는 클라우드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재암호화키( )를 생성하고 Proxy에 

보 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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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로토콜 

 (그림 4)는 모바일과 클라우드 사이의 로토콜을 나타낸 

것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SNS에 속 시 

모바일 기기의 해쉬값을 모바일 기기의 공개키로 암호한 

암호문 을 생성하여 Proxy에 송을 하게 된다. 송 

완료된 을 Proxy가 재암호화키( )로 다시 암호하여 

를 생성하고 클라우드에게 송을 하게 된다. 를 

송받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를 

복호하게 되고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해쉬값과 비교하

게 된다.

 만약, 악의 인 목 을 가진 군가가 사용자의 ID와 비

번호를 획득하여도 해쉬값이 다른 미등록 모바일기기로 

속을 시도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S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 을 획득하여 모바일 기기 고유번

호 정보를 획득하려고 시도해도 해쉬함수의 특성  

AFGH 방식의 특성상 알 수가 없게 된다. 한, 모바일 

기기 분실 시 사용자는 분실 신고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

에 장된 모바일 기기 고유번호 해쉬값을 기할 수 있

게 하여 분실로 인한 2차 피해를 일 수 있게 한다.

5. 결 론

   SNS의 활용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앙집권방

식의 SNS가 분산방식 클라우드 SNS로 변화해가려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

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SNS에 속하는 사람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간의 

인증 모델, 로토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클라우드 SNS에 비하여 모바일 기

기와 클라우드 간의 안 한 모바일 기기 인증을 해 

AFGH방식의 Proxy Re-Encryption 기술을 용한 모델

을 제안했고, 그로 인한 사용자 인증효과를 기술하 다. 

향 후 연구에서는 본 모델과 로토콜에 한 추가 인 

취약 을 분석하고 암호 연산에 필요한 시간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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