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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한

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 환경은 회사 밖에서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여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문서작업과 같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업무를 스마트폰에 있는 접속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오피스

의 융합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스마트폰(Smartphone)

I.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프로그램을 서버상에 

두고, 사용자는 웹 또는 접속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프

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모바일 오피스는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회사 밖에서도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서비스이다[1].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는 두 서비스

의 특징을 조합하여 회사 업무 이 외에도 문서작업과 같이 프로그

램이 필요한 작업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한 서비스이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에서 보안 위협과 그

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오피스에 비

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소개하고, 이
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2.1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의 보

안위협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보안 위협은 크

게 단말기기, 네트워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 그림 1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2].

● 모바일 기기에서의 보안위협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어있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취약

성 또는 분실, 도난, 악성코드와 같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위협

사용자가 비인가 Access Point에 접속하거나 공격자가 직접 

Access Point를 공격하여 사용자의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패킷

들을 도청/감청하여 기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플랫폼에서의 보안위협

플랫폼에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가용

성을 침해하거나, 잘못된 접근 제어로 인해 기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 모바일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보안위협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공격자는 악의적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접속을 유도하여 비정상적인 과금 또는 트래픽을 유발시켜 서비스

의 가용성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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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모바일 오피스 보안 위협

Fig. 1. Security Threat of Mobile Office Based o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III. 본 론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 환경의 보안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각 구성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Table 1. Countermeasures for each component

구성요소 대응방안

Network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개인 및 기업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한 네트워크 

채널 구축

Platform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에 필요한 

인증 및 접근제어 기술

데이터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스토리지 보안

Application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에 안전한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술

●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모바일 기기에서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유효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쉽게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검증

할 수 있는 전자서명 기술이 필요하다.

● 개인 및 기업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한 네트워크 채널 

구축

모바일 기기는 Access Point를 이용한 공격이 수행될 경우 많

은 PC에서와 다른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PC에서 

사용되었던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외에 추

가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에 필요한 인증 및 

접근제어 기술

현재 인증기술로써 Single-Sign On과 Open ID가 연구되고 있

으며, 사용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또한 연구되어 왔다. 이 중에 보안정책에 적합한 접근

제어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해야한다.

● 데이터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스토리지 보안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가용성과 복구의 측면이 중

요시되었지만, 추가적으로 기업정보유출방지를 위해 데이터의 암

호화 및 무결성 유지 기술이 필요하다.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에 안전한 서버 어플

리케이션 개발 기술 연구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역분석에 강하고, 안전 

코딩(Secure Coding) 방법론 적용하여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테

스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오피스의 특징을 이

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에 대해 소개하고, 여기

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표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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