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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기기의 ‘스마트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 이

용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는 기업업무 환

경에도 영향을 주어 사무실에서 PC를 활용하여 수행했던 고전적인 업무 행태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스

마트 모바일기기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 (Smart-work)’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로 스마트 모바일기기로 이용 

가능한 공동 문서작업, 화상회의, 자료검색 등의 솔루션 제공 차원에 머물고 있어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기업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의 비용절감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

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업무 서비스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PaaS 
(Platform as a Service) 형태로 모바일기기에 서비스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한다.

ABSTRACT 

As a smart mobile device is gaining popularity as a tool to utilize internet services, the demand on the cloud service 
(which eliminates the spatial and/or temporal restrictions in enjoying the services) is increasing. This trend also has an 
effect on the style of performing business tasks so that the concept of ‘smart-work’ (e.g. doing business tasks in 
anywhere and anytime) is being spread over the industries. The facilities for the smart-work is, however, focused on 
providing the tools designed to supporting business tasks such as co-working in writing documents, video conference, 
searching data via smart (mobile) devices neglecting the industries' needs for the infrastructure by which they can 
create their own business applications and mobile cloud services at a low (or moderate) price. The paper proposes a 
mobile cloud service platform, which provides an SDK for developing business applications and offers the applications 
to smart mobile devices as a PaaS (Platform as a Service).

키워드 : 클라우드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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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즘 IT 서비스 소비 행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

나는 서비스의 이용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는 것인데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휴대성이 뛰어난 모

바일 기기를 통해서 서비스가 이용되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

대되고 있다[1,2,6].
가트너가 발표한 2013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 

기술들을 보더라도 모바일과 클라우드가 주요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윈도우 PC 시대가 

저물고 웹 액세스 기기로서 휴대 전화가 PC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IT 자원 및 서비스가 클라우드

로 이동하면서 장소와 기기의 제한 없이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대두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7]. 
이러한 기술 트랜드는 기업업무 환경에도 영향을 주

어 지정된 사무실에서 PC를 활용하여 수행했던 고전적

인 업무 행태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패드

류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 (Smart Work)’가 확산되고 있다

[3,8,9]. 국내외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사례[10]들을 보

면 주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로 활용 가능한 공동 문서작

성 도구나 화상회의 시스템과 같은 특정 기능의 솔루션

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스마트워크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업무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 개

발을 지원하는 환경과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PaaS 
(Platform as a Service)1)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

영하여 기업의 비용절감과 편이성을 도모하는 통합적

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업업무 서비스

용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PaaS 
형태로 모바일 기기에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

랫폼을 제안한다.

Ⅱ. 관련 기술 동향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표준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가입자와 서비스 간 연동을 위한 규격인 OCCI (OGF), 
CDMI (SNIA), 가상머신의 이동성을 위한 OVF  
(DMTF)가 사실상 표준으로 제정된 상황이며 기존 인

터넷 웹 표준 등 클라우드에도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에 대한 분석이 미국의 NIST, IEEE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11]. 
ISO/IEC 합동기술위원회 (JTC1)에서는 2009년 10

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포함하는 전략그룹 (SC38)
을 신설하고 2010년 4월부터 국제 표준화 작업에 본격

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ITU-T는 2011년 말까지 한시

적으로 Focus Group Cloud를 운영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화 SG를 구성하였으며 IEEE에서는 

ICWG (Inter-Cloud Working Group)/2302 WG의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12,13]. 국내에서는 TTA가 PG420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14,15].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미국 국방부의 정보시스

템계획국 (DISA)은 노트북과 가상사설망 (VPN)을 활

용한 모바일 근무환경을 구축하여 워싱턴 지역 근무자 

중 약 70%가 모바일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고 영국 경

찰청은 PDA로 관할구역경찰로 연결하여 전과조회, 수
사, 검문, 검거기록을 중앙 서버로 자동 연결, 조회가 

가능하게 하여 모바일 단말을 통하여 인적정보 반복입

력 등 중복적이고 시간소모적인 서류작업을 현장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베어링포인트 일본법

인은 임원 및 컨설턴트들에게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

하여 업무용 메일 서버 접속 기능을 제공하였다. 국내

는 KT, SKT 등 통신사업자와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

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근무환경이 구축

되고 있으며 공군은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로 군 정보화에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놓

은 상태다[4,5].

1) 서비스로서의 플랫폼이란 뜻으로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는 가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

라 제공하며 모든 개발과 관련된 환경 및 프로세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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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플랫폼의 개요

3.1. 플랫폼의 목적 및 구성

본 플랫폼은 기업의 업무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PaaS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본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운영될 애

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도구와 그 도구로 개발된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실행 서버를 PaaS 형태로 제공

하는 기술을 지원하는데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

해 기업의 기존 업무서비스와 연동, 아마존, KT 등의 퍼

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병행 운영, 그리고 외부

업체의 서비스 (지도, 이메일, 메신저 등)와의 연동 등을 

지원한다.  
본 플랫폼은 상기한 목적을 위해서 그림1과 같이 ‘모

바일 게이트웨이’, ‘모바일 응용빌더’, 그리고 ‘모바일 

웹서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모바일 기업업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Fig. 1 Cloud Service Platform for Mobile Business Tasks

•모바일 게이트웨이: 플랫폼 사용자의 접속 관리와 

애플리케이션 접근제어를 담당하고 사용자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모바일 응용빌더와 모바일 웹서버에 

대한 접근통제와 부하 분산 기능을 수행한다. 모바일 

웹서버의 사용 통계를 바탕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기

능도 수행한다.
•모바일 응용빌더: 기업업무 애플리케이션 개발도구 

박스와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담당한다.2) 모바일 

응용빌더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SDK, 에디

터, 컴파일러, 로거 (Logger), 에뮬레이터와 배포 관

리 도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입수, 백
업, 복원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및 실행을 

담당하는 모바일 웹서버의 자원을 관리한다.
•모바일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담당하는 서

버로서 기업업무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애

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생명주기를 담당한다. 동적

으로 복수개의 기업업무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물

리적, 논리적 서버에서도 구동 가능하도록 가상머신 

기술을 지원한다.

3.2. 플랫폼의 활용 시나리오

본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플랫폼 사용

계약,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모

바일 웹기반의 기업업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플랫폼 사용 계약 절차: 기업업무 서비스 관리자가 

웹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여 플랫폼 사용을 계약

하고 인프라 리소스 (가상 모바일 웹서버) 사용량의 

범위를 확정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SDK 기능을 선

택한다.3)

•원격개발서버 접속 절차: 기업업무 서비스 개발자

는 웹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발 도구가 탑재

된 개발서버에 접속한다.4) 개발 도구는 이클립스 

(Eclipse) 통합개발환경을 기본으로 Java와 Python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를 지원하는 플러그인과 

개발용 라이브러리인 SDK로 구성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절차: 기업업무 서비스 개발자는 

원격 개발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소스 편집, 컴파

일링, 미리실행, 배포 작업 등을 통해서 애플리케이

션을 개발한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절차: 개발된 기업업무 애플리케

이션을 모바일 응용빌더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한 후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등록, 활성화 기능을 실

행한다. 이 때, 배포될 애플리케이션의 웹 접근을 위

한 URL을 지정하며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은 가상 

2) 본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언어로 Java와 Python을 지원함.
3) 플랫폼 리소스 및 SDK 선택에 따른 차등 과금 정책을 적용함.
4) 개발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극복을 위하여 VDI 접속을 통한 Pre-Installed Tool Box 개

념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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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서버로 전달된다.
•애플리케이션 사용 절차: 기업업무 담당자는 웹을 지

원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URL로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절차: 기업업무

서비스 관리자는 기업업무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

되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플랫폼에 접속하여 모바일 

웹서버 자원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플랫폼 이용료 정산 절차: 기업업무 서비스관리자는 

서비스 접속 로그 및 플랫폼 사용량 통계를 기반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Ⅳ. 플랫폼의 설계

4.1. 구성 요소별 기능모듈과 구조

본 플랫폼의 구성 요소 별 주요 기능모듈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 서비스 관리자와 개발 도구 구조: 기업업

무 서비스 관리자와 개발 도구: 플랫폼 사용의 계약/
배포/운영 관리를 위한 웹 페이지 콘솔과 웹페이지 

내장형 원격개발서버 접속 도구 및 개발 도구를 지원

한다. (그림 2 참조)

그림 2. 기업업무 서비스 관리자와 개발 도구 구조

Fig. 2 A Structure of Business Tasks Service Manager 
and Development Tools

•모바일 게이트웨이: 기업업무 담당자 계정/도메인 

관리/정산 관리 모듈,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 

관리 및 부하분산 모듈, 기업업무 원격개발서버 모

듈, 그리고 기업업무 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모듈 등

을 지원한다. (그림 3 참조)

그림 3. 모바일 게이트웨이의 구조

Fig. 3 A Structure of Mobile Gateway

•모바일 응용빌더: 기업업무 개발 도구 및 SDK 관리 

모듈, 기업업무 애플리케이션 저장 데이터베이스 모

듈, 기업업무 애플리케이션 배포 모듈, 가상서버 팜 

(Palm) 관리 모듈, 가상서버 팜 자원 관리 모듈, 가상

서버 이미지 관리 및 백업 관리 모듈 등을 지원한다. 
(그림 4 참조)

그림 4. 모바일 응용빌더의 구조

Fig. 4 A Structure of Mobile Application Builder

•모바일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로딩 및 구동 관리 모

듈,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듈, SDK 기능 모듈, 애플리

케이션 부하분산 모듈, 시스템 사용 통계 및 장애관

리 모듈, 메시징 클라이언트 및 푸시 서비스 모듈 등

을 지원한다.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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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바일 웹서버의 구조

Fig. 5 A Structure of Mobile Web Server

•모바일기기 탑재 앱: 웹브라우저를 내장한 형태의모

바일 단말 앱, 접속 URL 및 사용자 접속 계정 관리 

모듈, 기업업무 서비스 표출용 웹브라우저 모듈, 푸
시 메시지 수신 클라이언트 모듈, 원격개발 도구 접

속 모듈 등을 지원한다. (그림 6 참조)

그림 6. 모바일기기 탑재 앱의 구조

Fig. 6 A Structure of Mobile Device Web

4.2. 플랫폼 요소기술

본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의 설명은 다음

과 같다.

•개발 도구 박스와 SDK 제작 기술: 본 플랫폼에서 제

공하는 개발 도구는 개발용 라이브러리 (SDK)와 이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통합개발환경 

(IDE) 그리고 개발된 결과를 구동서버로 배포하는 

도구로 구성된다. SDK는 개발에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제공되는 형태가 상이한데 

Java의 경우에는 클래스 형태로 제공되고 Python의 

경우에는 *.py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위자드 개발자 런타임 엔진과 배포 관리 도구 

등이 이클립스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며 컴파일러

와 패키저는 이클립스 통합개발환경에서 기본적으

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한다. 배포 이전에 애플리케이

션의 동작 검증은 통합개발환경의 플러그인 타입으

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엔진을 통해서 가

능하다. (그림 7 참조)

그림 7. 개발자용 개발도구 플러그인

Fig. 7 Plug-in of Development Tool

기업업무 공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SDK 항목은 

그림 8과 같이 크게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처리, 푸
시 서비스, 사용자 관리, 메시징 클라이언트, 타스크 

(Task) 및 외부자원 연동 기능 API 등으로 구성된

다.(그림 8참조) 

그림 8. SDK 기술 요소

Fig. 8 Technology Component of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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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실행엔진: 실행엔진은 애플리케이션

을 디패키징하여 Java 클래스 파일이나 Python 파일

을 Java 런타임 또는 Python 스크립트 엔진으로 해석

한다. 실행엔진은  HTTP 요청 처리와 CGI 및 서블

렛 (Servlet) 처리를 수행하는데 런타임 해석 시 SDK
에 명시된 API가 호출되면 기 구현된 해당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림 9 참조)

그림 9. 애플리케이션 실행엔진

Fig. 9 Application Running Engine 

•가상머신 팜 관리기술: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가상 

웹서버의 생성, 구동, 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관리하

는 기술로서 본 플랫폼은 XEN 기반의 ‘하이퍼바이

저 (Hypervisor)’를 이용한다. 가상 웹서버를 구동하

는 가상머신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복수개

의 웹서버를 구동할 수 있다. 본 플랫폼의 가상머신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

업업무 서비스도 지원한다. (그림 10 참조)

그림 10. 가상머신 팜 관리기술

Fig. 10 Virtual Machine Palm Technology

•채널 (푸시) 서비스 기술: 푸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바일 단말의 위치가 서버에서 관리되고 단

말에 푸시 수신자가 항상 동작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푸시 요청 및 수신 시 접속해야 할 URL이 항상 지

정되고 관리된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 채널 (푸쉬) 서비스 기술

Fig. 11 Chanel Push Service Technology

•가상화 장치 인터페이스 (VDI) 관리: 본 플랫폼은 마

이크로소프트 윈도우 2008 서버를 이용하여 VDI 서
비스를 구축하고 원격 개발 도구 서버로 활용한다. 
기업업무 개발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RDP 프로토

콜을 활용하여 원격개발 도구제공 서버에 접속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윈도우의 관리 API를 통해 개발

자와 가상머신을 연계시킨다. 
•외부 연동 인터페이스: 기존 업무 시스템 또는 제3자 

서비스 연동을 위하여 이 제안에서는 URL Link기능

과 URL Fetch 기술 방식을 제공한다. 특히 URL 
Fetch기능은 타 웹사이트의 내용을 갈무리하여 그 

중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려내어 재구성하여 표출하

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가공을 수행하는 주체

는 기업업무서비스 개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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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비용 증가와 저장 용량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 보존의 신뢰성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클

라우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다양한 산업군

의 기업업무 서비스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 지원

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업

무를 처리하는 스마트워크 (Smart Work)의 확산으로 

기업업무의 모바일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는데 이로 인해 모바일 디바이스와 PC 환경에서 공통

적으로 기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구

동 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업무 서비스를 지원하는 웹기반의 모

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PaaS 형태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본 플랫폼은 크게 모바일 게이트웨이, 모
바일 응용빌더, 그리고 모바일 웹서버 등의 구성을 통

해 개발자들에게 본 플랫폼에서 운영될 애플리케이션

의 개발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을 실행하는 실행 서버를 PaaS 형태로 지원하며 접근관

리, 통계관리, 부하분산, 비용과금처리 등의 제반적 관

리를 수행한다.   
본 플랫폼은 현재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모바일

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의 일환인 “모바일클라우드서비

스플랫폼기술개발”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활용 시 다양

한 기업업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증대, 기업업무 효율

성의 증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자사의 업무 서비스 

환경 구축의 비용 감소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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