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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현재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로 과거엔 

플로피디스크가 있었다. 최근에는 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크기도 작은 USB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하
지만 이것도 이젠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유형의 장비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웹상에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용량의 정보를 웹상에 저장하는 핵심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Cloud Computing System)이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된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취약점은 있다. 바로 보안이

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보안(Security)

I. 서 론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안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1960년대 분산처리 시스템을 시작으로 병렬처리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대용량 컴퓨팅의 핵심기술이다.[1]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

과 함께 보안 문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용자의 정보 유출과 

데이터 보안 등 각종 보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취약점인 보안 문제에 관하여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을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분산 

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데스트톱 PC,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단말

기에서 불러오거나 가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라고 IBM은 정의한

다.[3]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는 크게 SaaS(Software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로 

나뉜다. SaaS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IaaS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인프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며, PaaS는 운영체제를 빌려 쓰고 소프트웨

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

Fig. 1.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구성은 벤더(Vendors), 제공자(Providers), 
사용자(Users)로 나뉜다. 벤더는 서버, 단말기기,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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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하드웨어 장비들을 납품하는 업체와 SaaS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 등이 포함된다. 
제공자는 벤더로부터 응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구매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사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급하여 수익을 내는 주체가 된다. [5]

II. 본 론

1.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보안이다. 한 번의 보안 사고로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실은 막대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이

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취약점인 보안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있다.

1.1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는 서버 내의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술로 해커나 내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방화벽, 접근 제어 등의 

보안을 통과해서 데이터에 접근했다고 해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

에 유출되는 위험이 적다.

1.2 악성코드 차단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DDoS와 같은 악성코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침입을 차단하

는 방화벽과 침입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 제어, 추적할 수 있는 

IDS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1.3 다양한 단말의 접속과 데이터 무 결성 검사

스마트폰, 데스크톱 PC, 태블릿 PC 등 다양한 단말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접속은 최고의 장점이다. 하지만 다양한 단말의 접속으로 

보안의 취약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데이터의 무 결성 검사는 

필수이다.

1.4 허가되지 않은 접근에 필요한 인증

인증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인증하는 방법과 클라이언트의

IP를 검증하는 인증, 개인 단말기에 저장된 인증서와 키를 이용하는 

스마트카드 인증, 전화/문자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이 있다. 이에 보안 

강화를 위해 이중 인증 시스템이 권장되고 있다.[4]

IV. 결 론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다양한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도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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