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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기기들을 이용하여 기업의 업무에 사

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신속성이 동반된 효율적인 기업 업무 처리의 장점으

로 인해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광범

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위협들이 존재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합한 보안기술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위협과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의 보안위협을 각각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

된 두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는 보안위협을 각 요소별로 분석한다.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오피스, 보안 위협

I. 서론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하여 기업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클라

우드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매년 시장 규

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기반의 모

바일 오피스는 두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보안위협 외에 고려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보안위협이 발

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에 존

재하는 보안위협을 각 요소별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2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모바일 오피스 환경

에 각각 존재하는 보안위협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융합된 두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보안위협을 각 요소별로 분석하며, 마지막

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2.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위협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취약점 및 보안위협에 대한 연구

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NIST(미국국립표준연구소), 
UC Berkely, Gartner Report, CSA(캐나다표준규격협의회)에서

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존재할 수 있는 보안위협들을 발표하였다. 

정의한 보안위협들 중 네 개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안위협은 아래와 같다.

1) 가상화취약점(악성코드 및 서비스 가용성 침해)
2) 정보위탁(소유와 관리 분리)에 따른 유출 위협

3) 자원공유 및 집중화에 따른 서비스 장애

4) 단말 다양성에 따른 정보 유출

5) 분산 처리에 따른 보안 적용의 어려움

6) 법규 및 규제의 문제

2.2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의 보안위협

모바일 오피스는 오픈된 서비스 환경이며, 다양한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가 제공된다. 효율성, 이동성을 고려한 서비스인 만큼 사

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보안위협으로는 아래와 같다.

1) 단말기 분실/도난, 악성코드 감염, 해킹/루팅

2) Access Point공격, 불법적 3G사용

3) 플랫폼 취약점 공격, 멀티 플랫폼 지원

4) 과도한 접근권한,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개인정보 탈취

III. 본론

본 장에서는 융합된 두 환경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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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에서 존재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해 요소별로 분석한다. 

3.1 Overview

융합된 두 환경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

으며,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1. 개요

Fig. 1. Overview

요소별 구분을 위해 Device, Network, Platform, Application 
이렇게 4가지로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요소에는 언제나 보안위협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한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3.2절에

서는 각 요소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보안위협에 대하여 살펴본다.

3.2 요소별 보안위협 분석

2장에서 정의한 각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들은 3.1에서 분석한 

4가지 요소들 중 적어도 한 가지 범위에는 반드시 포함이 된다. 
아래 표1은 각 요소에 해당 되는 보안위협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 1. 요소별 보안위협

Table 1. Security Threat

요소 설명

Device
• 단말기 분실‧도난, 악성코드 감염, 단말기 해킹‧루팅

• 데이터유출

Network

• 악성코드 유입, 도청‧감청

• Access Point 공격

• 불법적 3G 사용

• 악의적인 메시지 변조

Platform

• 플랫폼 취약점 공격

• 가용성 침해, 잘못된 접근성으로 인한 정보 유출

• 분산처리에 따른 보안적용의 어려움

• 법규 및 규제의 문제 발생

Application
• 과도한 접근권한, 비정상적인 트래픽‧과금 발생

• 개인정보 탈취

IV. 결론

클라우드 컴퓨팅기반의 모바일 오피스는 두 기술이 융합된 플

랫폼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보안위협 외에 고려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바일 오피스에 존

재하는 보안위협을 각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향후연구로는 도출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기술분석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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