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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컴퓨터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클

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단순 하나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제약을 넘어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

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멀티 클라우드란 2개 이

상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호 약을 통해 사용자에게 컴퓨  자원을 추가 으로 지원해주는 기술로, 

기존 환경에서는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인증을 해야 하는 다  인증 기술이 활용 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멀티 인증 과정을 단순히 하기 해, 사용자가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 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로커를 활용하여 유 가 추가 인 인증 과정 없이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인증 기법을 제안하 다.

1. 서론

최근 컴퓨터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 가능한 클라투 컴퓨

 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인터넷 상에서 장 공간이나 랫폼 서비스, 소 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라 빌려 쓸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단

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

입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로바이더를 통해  다른 클라

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두되

고 있다. 하지만, 멀티 클라우드의 경우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해 인증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

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증 후, 

연계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로커를 활용하여 

추가 인 인증 방안 없이 연계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로커 기반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on-demand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과 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 이다. 서비스 형태에 따라 Software as a 

Service(SaaS), Platform as a Service(P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으로 나 어 지며,  제

공 형태에 따라 public, private, hybrid 클라우드로 나 어 

진다. 이 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다

양한 형태와 구조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미 iCloud, 

Google Drive, Dropbox, Amazon Workspace 등으로 다양

한 역에서 서비스 되고 있다. 멀티클라우드는 사용자들

의 니즈에 따라 이러한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

는 서비스 보다, 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등장하 다. Multi-Cloud는 하나의 서비스에 국한되

지 않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써, 서

비스 제공자 간에 약을 통해 클라우드간 자원과 기술을 

공유한다. 이 때 로커라는 third trust party를 두어 서

비스 로바이더들 간의 자원  서비스 공유를 계한다. 

하지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은 서비스가 다양해진 반면, 클

라우드 간의 연계로 인하여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클

라우드의 문제 을 상속하는 등 보안 이 크게 증가하

다. 한, 각 클라우드간 인증  인증정보 공유 시 개

인정보 노출의 이 존재한다.

 

3. 제안 내용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 

이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해 두 번째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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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커 기반 인증 과정

우드 서비스 요청 시 로커를 통해 추가 인 인증 과정 

없이 토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방법을 제안하 다.

따라서, 사용자는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 등록 

과정이 완료되었으며, 상호 인증을 통해 세션키가 성립되

어 있음을 가정한다.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2를 이용하기 해 클라우드1 

에게 클라우드2에 한 서비스 이용을 요청한다. 클라우드

1은 그에 한 응답메시지를 보내며, 사용자는 본인확인을 

해 사용자 ID와 패스워드, 난수 값을 생성하여 송한

다. 클라우드1은 유  ID를 체크하여 PW와 매칭 후, 정당

한 사용자라면, 해시 함수와 ID, 패스워드, 난수를 통해 

사용자에 한 토큰을 생성한다. 이후 클라우드1은 로커

와 세션 성립을 해 난수와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로커에게 송한다. 로커는 그에 한 응답으로 난수

를 생성하여 알고리즘, 인증서, 공개키와 함께 클라우드1 

에게 송한다. 클라우드1 은 수신된 정보를 통해 로커

를 확인하고 비  값을 생성하여 세션키 생성 후 로커

에게 송한다. 로커는 수신한 값을 통해 세션키를 생성

하고 클라우드1과 로커는 이  메시지들을 재 성립된 

세션키로 암호화 하여 주고 받음으로서 서로 합의된 세션

키를 보유했음을 확인한다. 클라우드1 은 합의된 세션키를 

통해 최종 으로 클라우드1의 토큰을 송한다.

이후, 로커는 클라우드1과 진행했던 인증 방식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클라우드2와 인증 과정을 거친다. 인증 

과정이 완료되면 클라우드2는 성공 메시지를 송하며, 

로커는 클라우드2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함을 클라우드1에

게 알린다. 클라우드1은 사용자에게 이 에 생성했던 토큰

값을 송하며, 유 는 토큰값과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클

라우드2에게 송한다. 클라우드2는 송받은 토큰을 로

커를 통해 검증받으며, 올바른 토큰일 경우 사용자에게 서

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알린다.

4. 성능평가

제안하는 로토콜은 모든 통신구간의 메시지는 기본 으

로 타임스탬 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난수 값을 지

속 으로 변경하여 활용함으로서 Replay Attack에 안 하

다. 한, 부분의 통신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요 정

보들은 칭키  비 칭키를 통해 암호화를 용한 후 

통신함으로서 공격자가 암호화 키를 알거나, 모든 비트의 

자리수를 알지 않는 이상 스니핑  스푸핑 공격에 응

이 가능하다. 한, 암호화 과정을 통해 부분의 메시지

를 암호화하고,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서 ,변조 공격에도 

안 하다.

5. 결론

컴퓨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속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활용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멀티 클라우드의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 한번의 인증으

로 차후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추가

인 인증 없이 로커를 활용하여 인증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논문은 재

사용 공격이나, 스니핑, 스푸핑 등 잘 알려진 보안 취약  

등에 안 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과 으로 이용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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