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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사용과 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이를 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이

러한 기술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수도 비약 으로 증가하 다. 기존에 존재하던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사물 인터넷 환경에 방 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자와 조  더 근 한 역에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고 병목 상을 해결할 수 있

는 포그 컴퓨 이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선 클라우드 컴퓨 의 혼잡도 증가와 속도 감소로 인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포그 컴퓨 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념과 이에 따른 보안 이슈를 정리하고, 연
구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방 한 양의 데이

터가 짧은 시간 안에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많은 양

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과 같은 가상

화된 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하 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

퓨 과 같은 앙 집 형 시스템에는 그 구조에 경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 도의 특성을 가지는 사물 인터넷 환

경에서는 효과 으로 활용하는데 문제 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집  상을 해결하고 데이터를 분

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사

물 인터넷의 특성 상 시시각각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

기 해서, 장 공간은 물론 컴퓨  능력도 필요하다. 따

라서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버 사이에 조  더 사용자와 

가깝게 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으며 병목 상도 일 

수 있는 포그 컴퓨 이 제안되었다.

 포그 컴퓨 은 클라우드 서버보다 사용자와 조  더 가

까운 곳에 치하여 보다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 그

리고 데이터 트래픽이 집 되는 곳에 포그 노드를 설치할 

경우 클라우드 서버에 몰리는 데이터들을 분산시킬 수 있

는 효과도 있어 사물 인터넷 환경에 합한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포그 컴퓨 의 도입 후 사용자는 실시간 서비

스나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명백한 보안 취약 이 존재

하며 이에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

문에서 우리는 포그 컴퓨  환경의 시스템 모델과 그에 

따르는 보안 이슈에 해 논의한다.

2. 포그 컴퓨

   포그 컴퓨 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클라우드 컴퓨

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조  더 가까운 치

에서 지원해주는 기술이므로 완 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

다. 컴퓨  성능과 장 공간 혹은 응용 로그램의 서비

스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념 자체는 클라우드 컴퓨 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포그 컴퓨 은 클라우드 컴퓨 보

다 더욱 근 한 역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더 짧은 기 시간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포그 컴퓨 은 사물 인터

넷이 발 됨에 따라 속도로 증가하는 트래픽 양을 수용

하고 처리하기 해서 클라우드 컴퓨  기술에만 의존하

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유용하다. 이러한 장 은 

5G 기술의 네트워크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합하기 때문

에 주목할만한 기술이다 [1], [2].

 포그 컴퓨 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근 성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 포

그 노드들이 존재하고 컴퓨  능력과 장 공간  네트

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화된 랫폼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지연 시간이 어야하는 게임이나 비디오 스

트리 에 매우 합한 랫폼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해 포그 노드는 사용자 장치 가까이에 치하며 

AP, 라우터나 스 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클라우드보다 

가까운 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포그 컴퓨 의 

두 번쨰 특성은 분산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 은 많은 데이터가 하나의 클라우드 서버

에 집 되어 병목 상이 발생하고 기 시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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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 이 존재하 다. 따라서 포그 노드를 네트워크 트래

픽이 많은 곳에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병목 상을 일 

수 있다. 마지막 특성은 포그 컴퓨 은 모바일에도 지원 

가능하다. 포그 노드는 모바일 장치와 직  통신을 할 수 

있으며, 이동 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역폭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치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버에 집 하는 트래픽을 일 

수 있다 [3]. 그림 1은 이러한 포그 컴퓨 의 시스템 모델

을 표 하 다.

(그림 1) 포그 컴퓨  시스템 모델 

3. 포그 컴퓨 의 보안 이슈

 포그 컴퓨 의 주된 보안 이슈로는 네트워크 보안 이슈

가 있다. 포그 컴퓨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격

으로는 서비스 거부 공격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무선 

네트워크 보안과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SSL/TLS가 

있다 [4]. 

 서비스 거부 공격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공격자가 

서버에 막 한 트래픽을 요구하여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속도를 지연시키는 공격 방법이다. 이 공격은 주로 네트워

크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격으로 빠른 서비스 제공이 장

인 포그 컴퓨 에선 속도의 지연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무선 네트워크 보안은 포그 

컴퓨 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상되는 사물 인터넷 환경

에서 포그 노드와 사물 인터넷 기기 사이 연결이 무선 네

트워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무선이라는 환경 때

문에 여러 가지의 보안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를 들어 

재  공격은 공격자가 원래의 메시지를 훼손하거나 수신

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라디오

주 수를 송하는 방법인데, 이 공격은 네트워크 성능을 

하시키기 떄문에 포그 컴퓨 을 설계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포그 컴퓨 에서 침입 탐지 시스템은 포

그 노드의 감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그 컴퓨  환경에서 한 개의 클라우드 서버가 리하는 

포그 노드의 수나 포그 노드가 리하는 사물 인터넷 기

기의 수가 매우 많을 수 있다. 한 사물 인터넷 기기는 

유동 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포그 컴퓨  환경에서 침

입 탐지 시스템은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5], [6]. 마지막

으로 SSL/TLS는 Secure Socket Layer(SSL)과 

Transport Layer Security(TLS)로써 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한 안 하다고 알려진 표  네트워크 보안 로토

콜이다. 이 로토콜은 상호 간의 인증과 기 성  무결

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안정성이 뛰어난만큼 로토콜 자

체가 매우 무거우며, 이러한 단 으로 인해 클라우드와 포

그 노드 사이에서는 운용될 수 있지만 포그 노드와 사물 

인터넷 기기 사이에서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포그 컴퓨  환경에서 쓰일 수 있도록 경량화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야 한다. 표 1은 이러한 포그 컴퓨 의 보안 

이슈에 해 항목 별로 표기하 다 [7].

구분 종류

Authentication
Reply attack

Man in the middle attack

Network 

Security

DoS/DDoS attack

SSL/TLS

Intrusion Detection System

Wireless network security

Secure data 

storage

Data encryption

data audit

secure deduplication

<표 1> 포그 컴퓨  보안 이슈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 범 하게 상용화가 이루어진 클라

우드 컴퓨 의 혼잡도 증가와 속도 하로 인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등장한 포그 컴퓨 의 개념과 그의 보안 

이슈에 해 논하 다. 기존에 존재하던 클라우드 컴퓨

은 경직성으로 인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효과 으로 사

용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포그 컴퓨

이 제안되었는데, 포그 컴퓨 은 클라우드 서버보다 사

용자와 조  더 가까운 곳에 치하여 빠른 처리 속도를 

보장하며, 데이터 트래픽이 집 되는 곳에 포그 노드를 설

치할 경우 병목 상을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어 사물 

인터넷 환경에 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포그 컴퓨

은 이동성과 서비스 지연의 최소화로 사물 인터넷에 가장 

합한 시스템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재까지도 그에 

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 인

터넷 기기가 실생활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보안에 

한 요성도 함께 두되고 있다. 한 사물 인터넷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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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만큼 그에 따른 수많은 

보안 요구사항을 가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설계자는 포그 

컴퓨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보안 이슈들과 요구사

항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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