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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의 보 이 확산되면서 퍼스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한 개인화된 서비

스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퍼스  클라우드 컴퓨  장 과 문제 인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의 

독   종속성에 한 문제 과 함께 보안 문제도 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퍼스  클라우드에

서의 보안 들을 살펴보고 보안 으로부터 응을 한 퍼스  클라우드 보안 임워크를 제

안하 다. 이는 향후 퍼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시 안 한 인 라를 설계하고 구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1. 서론

  퍼스  클라우드(Personal Cloud)는 스마트폰, MID, 

PC, IPTV 등 개인의 디지털기기 종류가 증가하고, 블로

그, 이메일, UCC,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개인의 온라

인 서비스가 증하는 개인 정보화 시 에서, 모든 단말과 

온라인 공간에 흩어져 있는 개인 콘텐츠를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 장/통합/ 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단말에 상

없이 독립 으로 근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콘텐츠의 

분석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미래 개인 컴퓨 을 의미한다. 미래 IT 

서비스 분야의 기본 인 인 라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합

하는 웹(Web)이라 할 수 있다. 웹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

퓨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 지원 기술로 진화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 발  과정에서 서비스를 지원 

받은 사용자 개인의 단말기의 형태도 기존의 개인용 데스

크탑 PC에서 휴 와 이동이 가능한 UMPC(Ultra-Mobile 

PC), PDA, Netbook, Ipad 등으로 변천하고 있다. 최근에 

휴 폰의 형태가 음성 통화와 단순 서비스의 피처

(Feature)폰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고기능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로 진화하고 있다[1].

  따라서 퍼스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지원을 받기 원하

는 모바일 단말기들을 그룹화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모바일 단말기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모바일 단말기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방법과 형태는 사용자의 능동 인 행동 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클라우드 내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능

동 인 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형태이다. 재 퍼스  클

라우드 환경에서 모바일 단말기 간에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일부 모바일 어 리 이션들이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 를 들어, Mobile Gmail, Google Maps  일련의 

네비게이션 응용 소 트웨어들이 이러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 내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퍼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술 특성상 다양한 보안 에 

취약하다는 단 이 존재한다. 환경 으로도 리가 쉽지 

않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물리 인 

공격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  요인들을 잠재 으로 가

지고 있다[1][2][3].

  이러한 특성은 퍼스  클라우드의 안 한 운 에 치명

인 오류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어 퍼스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무용지

물화 시키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외부 인  요소로부터 안 한 퍼스  클라우드 구

축을 한 퍼스  클라우드 보안 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퍼스  클라우

드 구조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퍼스  클라우드 보안 

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보안 임워크를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퍼스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구조

  

  퍼스  클라우드 컴퓨 은 클라우드 내에 크게 미디어 

제공을 한 데이터 스토리지 서버와 서비스를 처리하는 

데이터 로세싱 서버로 구성된다. 각 구성 요소들은 모바

일 단말기에게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인 라스트럭

쳐 역할을 담당한다. 단말기 내에 내장되는 많은 응용 소

트웨어들은 혼자만이 동작되는 단순 응용 로그램이 

아닌 클라우드 내에 있는 서버들의 지원을 받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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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지원받는 형태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 즉 단말기 

내의 장 공간과 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일부 기능은 수

행하고, 클라우드 내의 서버들로부터 추가 인 기능을 지

원 받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림 1은 퍼스  클라우드 

컴퓨 의 서비스 구조를 나타낸다[1].

[그림 1] 퍼스  클라우드 서비스 구조

  그림 1과 같이 퍼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각 

디바이스  웹 서비스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개인 컨텐

츠를 통합· 장하고 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컨

텐츠 자동 변경(Contents Auto Revision) 기능을 통해, 한 

기기에서 정보를 변경하면 변경된 정보를 클라우드( 앙

서버)로 보낸 다음 등록된 다른 모든 기기에 자동 업데이

트를 하게 된다.  개인 콘텐츠 리 쿨을 제공하고, 개

인화된 검색 (검색, 치 기반 자동 분류, 추천 등)을 가능

하게 하기도 한다. 미래의 퍼스  클라우드 컴퓨 은 모바

일 단말기의 장 공간과 처리 능력을 확장하여 언제, 어

디서나 필요한 데이터와 콘텐츠에의 근을 허용하고 유

니버설 로세싱 기능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3. 퍼스  클라우드 보안 

  퍼스  클라우드 인 라에서 고려되어야 할 퍼스  클

라우드 컴퓨 의 보안  요소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  수 있다[5].

￭  #1 : 클라우드 컴퓨 의 오용과 비도 인 사용

        (Abuse and Nefarious Use of Cloud Computing)

- 악의  목 으로 클라우드 도입 시, 가상공간에 정보가 

존재하는 특성으로 기존 넷(botnet)보다 더욱 높은 험

성이 잠재 

  

[그림 2] 퍼스  클라우드 보안 [6]

￭  #2 : 불안 한 인터페이스와 응용 로그래  인

터페이스 (Insecure Interfaces and APIs)

- 부가 가치 제공을 하여 기존 코드의 재사용의 합성을 

통한 응용 로그램 구축 시 복잡도 증가에 의한 보안 취

약성 발생 가능

￭  #3 : 악의 인 내부자 (Malicious Insiders)

- 클라우드 서비스 직원 채용 지침/기 의 부재로 해커, 

조직범죄 등 악의  목 을 지닌 사람의 채용가능성 증

는 서비스 내 데이터 유출 험 발생

￭  #4 : 기술 공유 문제(Shared Technology Issues)

- 인 라형 서비스 사업자는 공유 기술을 바탕으로 확장

성을 제공하나, 다  애 리 이션 아키텍쳐를 한 효과

인 자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존재

￭  #5 : 데이터 유실 는 유출 (Data Loss or 

Leakage)  

- 클라우드 환경의 구조 /운  특성으로 데이터 유출 

험 증가 (다양한 원인 존재)

￭  #6 : 계정/서비스 하이잭킹 (Account of Service 

Hijacking) 

- 피싱, 사기, 소 트웨어 취약성을 이용한 계정 근은 

일반 인 상황이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계정정보의 유출

은 모든 것을 내주는 것과 동일한 

￭  #7 : 알려지지 않은  로 일          

(Unknown Risk Profile) 

- 소 트웨어 버 , 코드 업데이트, 취약성 로 일, 침입

시도 등은 기업의 보안 황 검에 필수 요소

4. 퍼스  클라우드 보안 임워크

  문가들은 3가지 클라우드 모델의 노출과 수 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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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므로, 어떤 계층에 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야만 한다는 도 강조하고 

있고, 보안 요구조건은 실제로 같지만, SaaS에서 PaaS

나 IaaS로 옮겨가면 확보하고 있는 보안 제어 수 이 달

라지고 논리 인 에서 보면 바  것은 아무것도 없지

만 물리 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바 게 된다. 서비스형 소

트웨어(SaaS)에서는 응용 로그램과 리소스  서비스 

통합 문제, 사용자 데이터 리, 근제어, 리소스 모니터

링에 한 문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렛폼형 소 트웨

어(PaaS)에서는 근제어에 한 문제와 인 라형 소 트

웨어(IaaS)에서는 서비스 인 라 리 기술에 한 문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단말)에서는 아이디  

근 제어, 응용 로그램 보안, 암호화  키 리에 한 

보안 책이 요구된다[2][4].

  그림 3은 퍼스  클라우드에서의 3가지 모델(SaaS, 

PaaS, IaaS)에 따른 보안 임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퍼스  클라우드 보안 임워크

5. 결론

  클라우드 기술을 용한 산업  서비스가 증가하는 상

황에서 컴퓨  기술의 역할이 요해지고 있고, 이와 련

하여 보안의 요성 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퍼스  클라우드 련 보안 들

을 분석하고 보안 으로부터 응을 한 퍼스  클라

우드 보안 임워크를 제안하 다. 이는 향후 퍼스  클

라우드 용 시 안 한 인 라를 설계하고 구 함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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