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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그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부

는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기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전자정부 구

현 모형을 제시하고, 안전한 m-Gov의 인프라 구성을 위해 양자암호 시스템을 서버보안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보안 

기술정책으로서 보안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것은 결국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스

마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ABSTRACT

As ICT Ecosystem does, electronic government changes in its form. Accordingly, in order to realize Smarter 
m-Gov, the governments need to vitalize m-Gov services and enact technology policy. Therefor, this manuscript 
suggests possible model of m-Gov realization and security algorithm as a technology policy which applies quantum 
cryptography system to server security for the construction of secured m-Gov's infrastructure. What the manuscript 
suggests seeks administrative ideas of Smarter m-Gov's services which contain security, st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for the benefits of nation and enterprises.

키워드 : ICT 생태계, m-Gov, 스마트 전자정부, 양자평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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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CT 기반의 정보화 사회는 다방면의 생태계를 변화

시키고 있다. 전자정부도 마찬가지다. 거치성 PC 시대

를 대체할 이동성과 소형의 편리성이 강조된 컴퓨팅 구

현이 가능한 스마트기기 시대의 도래로 모바일 패러다

임의 변화로서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의 사용자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 확산은 반도체, ICT 산업 등의 성장과 개인화된 스

마트기기로 개인의 상황과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형성 등 국민생활에 급속한 변화의 

유발을 보이며, 모바일 라이프 확산에 따라 m-Gov 행
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정부․국민․기업은 기존 PC기반의 서비스를 이동

성, 개방성, 다양성, 경제성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기기 

이용환경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시대

에 걸 맞는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
라서 대국민 및 기업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로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m-Go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전략수

립의 대응책으로써 보안대책 모형을 네트워크, 단말, 
서버보안의 세 부분으로 구조화하여 모형 프레임을 제

시한다. 이 구조화된 모형모델을 기반으로 서버보안의 

안전성을 위해 양자 평문전송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제
안한다. 따라서  제안한 보안 알고리즘을 응용한 정부

통합서비스센터의 안전성은 전자정부의 정보보안 관리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고하고자 한다.

Ⅱ. 스마트 전자정부 전망

ICT 생태계 변화는 전자정부에도 예외가 아니다. 현
재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종합평가 세계 1위 국가로서 

스마트 전자정부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PC 기
반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모바일 기반으로 한 m-Gov
의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

2012년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PC 보급을 역전시켰

다. 2011년 3월에는 가입자 1,000만에서 2012년에 들어

서면서 급속히 2,000만을 돌파하였다. 스마트폰의 보

급·확산,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 이용환

경은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 급속히 변화중이다. 
2013년 11월 14일 Gartn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3/4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한 2억 5,020만대를 기록, 글로벌 

전체 휴대폰 판매량 중 5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 됐다

[1].

그림 1.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Fig. 1 Sales Trend of Worldwide Smartphone

국내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3년 4월 10일 기준으

로 이동전화 가입자(5375만 여명) 중에 스마트폰 사용

자는 약 3400만 여명에 이른다[2].
이에 따라 이동통신 환경의 생태계는 불가측하게 진

화하고 있으며, 또한 무선 기반의 보안 취약성도 산재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국민 및 기업은 이동성과 내재성이 편리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므로 정부는 이의 눈높이에 맞

는 스마트한 m-Gov 서비스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1. ICT 생태환경 변화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PC 주도의 IT 활황에 이어

서 2009년 아이폰 출시로 대한민국의 ICT 생태계의 패

러다임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사용자 패턴 변화를 가져

왔다. 이에 따라 m-Life, m-Economy 시대의 개막이 시

작되었다. 모바일통신 환경이 컴퓨팅을 위한 플랫폼으

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컴퓨팅이나 애플

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기와 기능들이 모바일 환경

으로 수용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스마트기기인 스마트폰, 태

블릿 등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컴퓨팅이 다양화되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3].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은 이

동성, 개방성, 다양성, 경제성 등 이용환경의 변화로 대

국민 및 기업은 행정서비스를 기존 PC 기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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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4].
따라서 정부는 스마트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새로

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정보의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서 행정시스템 변화에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2.2. 전자정부 생태환경 변화

우리나라 전자정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전자정부

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

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기술의 진화는 불가측적이

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진행으로 ICT의 생태

환경은 전자정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전자정부로서 

대국민 및 기업을 위해 기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유연

한 행정개혁과 서비스 개선을 전략적 수단으로 m-Gov
를 추진해야하며, 또한 행정부처 간에 유기적 협업이 

수행되는 효율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2.3. 스마트 전자정부 역할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동력엔진이 요구된다. 
국가혁신은 기술적으로 보안성, 안정성, 유연한 확장

성 등이 보장된 전자정부 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

가기관에게 품질이 보장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정보공유 및 유통 활성화로 정부부처 간 협업

형 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신기술 출현, ICT 생
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가기관의 신규수요를 효율적

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확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5].
따라서 전자정부는 ICT를 기반으로 정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증대시

키고, 대국민 및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정운영 과정에 개방․공

유․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역할은 m-Gov 구현을 위해 정

부운영 시스템을 개선과 함께 안전한 정보보안을 위한 

정부기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혁신을 위한 핵심전

략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Ⅲ. 스마트 전자정부 모형구도

현재의 전자정부는 정부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동인

으로써 ICT 역할이 행정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행

정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하

면서 정부의 정보 노출에 심각한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스마트한 m-Gov는 정부의 서비스를 유비쿼터스 

5any 형태로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쉽게 대국민 및 

기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한 전

자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대국민 및 기업을 위한 전

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m-Gov 서비스 활성화 전략수

립이 필요하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활성화 방안으로 스마트한 

전자정부 보안대책 모형구도를 (그림 2)와 같이 제안한

다.

그림 2.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모형

Fig. 2 Model of Smart Government Strategy

정부는 m-Gov의 주요한 정책방향으로써 스마트 전

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모바일 공통기반을 조성하고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Gov의 전자적 보안 인프라를 구성하

여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프

라 기반의 제공된 정보의 정책과제 3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국민 및 기업에 편의성 및 모바일 이용의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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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자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처간

의 관리 및 투자에 대한 일원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편익한 서비스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정보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m-Gov 정책과제로서 전자정부의 보안성은 

정부의 업무프로세스와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위해 스

마트기기 기반의 오피스 구축은 보안위협으로 부터 안

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될 때 대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

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Ⅳ. 보안 알고리즘

4.1. 보안대책 모형 제안

Ⅲ절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에 따라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은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서비스 제공이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 공통기반을 조성하여

야 한다. 안전한 보안을 위한 m-Gov는 공통기반 시스템 

플랫폼을 갖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민간 트래픽 분

리를 통한 안전하고 실용적인 국가 무선망 이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네트워크, 단말, 서
버 등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범 m-Gov 서비스

를 위한 보안 기술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전체적으로 안전성 있는 기술적 보안대책 모형프

레임을 제안한다.

그림 3. 보안대책 모형 프레임

Fig. 3 Strategy Frame of Security Measure

제안된 보안대책 모형프레임은 먼저 네트워크 보안

에 있어서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에 VPN 서버를 구축

한다. VPN은 암호화 인증과 같은 기술을 이용할 수 있

도록 IPSec에서 사용하는 AH(Authentication Hear)와 

ESP(Encapsulation Security Payload)를 일반 IP 패킷

에 확장하여 사용한다. IPSec과 같은 IP 계층의 보안기

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도 

보호할 수 있으며 원격사용자, 라우터, 방화벽 등을 수

정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6]. 그러

므로 네트워크는 암호화 통신 및 인증 시스템에 의해 

정보보호가 가능하다.
단말보안은 Security Sublayer는 IEEE 802.16 및 

TTA에서 제정한 표준으로 PHY, MAC을 기술하고 있

는데, MAC은 시스템 접속, 대역폭, 할당, 연결 설정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MAC 중에서 최하위에 보

안기능을 제공하는 Security Sublayer로 정의되는데, 이
는 단말 및 사용자 인증, 세션 및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키 생성과 교환, 암호화된 데이터의 송수신, 메시지 무

결성 검증기능 부분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

는 m-Gov 기술전략으로 보안이 가능하다[7].

그림 4. 서버 프레임

Fig. 4 Server Frame

현재 서버보안(통합센터 보안)은 네트워크 보안의 

시스템과 통합하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통합

서비스센터는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전자정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방화 되

어 있는 상태이므로 유무선 통합망을 경유한 모바일 공

통 플랫폼 서버에의 접속으로 내부경로의 해킹방어에

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통합센터 보안을 위해 (그림 4)

와 같은 서버 이중화를 통한 서버를 분리하여 보다 철

저한 안전망을 구축해 업무서버에서 Mirror Server를 

두고 철저한 검사를 이루기 위한 이례적인 탐지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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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24 125 126 127 128

엘
리
스

송신
비트 0 1 1 0 ⋯ 1 1 0 0 0 1 0 0 1 ⋯ 1 0 1 0 0

필터 ⊕ ⊗ ⊕ ⊗ ⋯ ⊕ ⊗ ⊕ ⊕ ⊕ ⊕ ⊗ ⊗ ⊕ ⋯ ⊕ ⊗ ⊗ ⊕ ⊗

상태 ↕〉 ↗〉 ↔〉 ↖〉 ⋯ ↔〉 ↗〉 ↕〉 ↕〉 ↕〉 ↔〉 ↖〉 ↖〉 ↔〉 ⋯ ↔〉 ↖〉 ↗〉 ↕〉 ↖〉

밥

검출 ⊕ ⊕ ⊕ ⊕ ⋯ ⊕ ⊕ ⊕ ⊕ ⊕ ⊕ ⊕ ⊕ ⊕ ⋯ ⊕ ⊕ ⊕ ⊕ ⊕
관측 ↕〉 ↕〉 ⋯ ↔〉 ↕〉 ↕〉 ↕〉 ⋯ ↕〉 ↕〉
비트 0 0 1 0 ⋯ 1 1 0 1 1 1 0 0 1 ⋯ 1 0 1 0 0

일치 T F T F ⋯ T F T T T T F F T ⋯ T F F T F

원타임 0 1 ⋯ 1 0 0 0  1 1 ⋯ 1 0

- 공개채널에서 엘리스 전송필터와 전위 64비트 공개

- 공개채널에서 밥의 전위 64비트 검출필터와 검출 데이터공개

- 후위 검출 64비트 저장

표 1. 이중광자 평문전송 1라운드 데이터 흐름도

Table. 1 1round data flowchart of double poton transform

로 하여야 한다[8].

4.2. 보안 알고리즘 제안

제안된 보안대책 모형의 서버보안에 있어서 철저한 

보안이 더욱 안정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 보안 알고리

즘 응용이 요구된다. 전자정부 서비스가 모바일 공통 기

반을 조성하고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전자정

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Gov의 인프라를 구성하

여야 한다. 인프라 구성에 있어 단말, 네트워크, 서버보

안의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림 4)의 서버 이중화를 통한 서버분리로 보다 철

저한 안전망을 구축해 업무서버에서 Mirror Server를 두

고 철저한 검사를 이루기 위해서 양자암호 시스템을 개

선한 이중 광자전송을 이용한 사용자 비밀평문교환 구

현 알고리즘(양자평문전송 알고리즘)을 응용한다. 양자

평문전송 알고리즘은 기존의 양자암호 알고리즘이 키 

전송 프로토콜로써 BB84 프로토콜과 E9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양자암호시스템을 이용하였지만, 제안한 알

고리즘은 양자 비밀키를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의 

동기화된 비밀키로 각자의 관용키를 형성하고 이를 이

용한 암호와 복호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이용한다. 양자

비밀 평문전송 프로토콜의 공격관점에서 보면 전송되

는 데이터는 가로채기에 대한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하

여야 하고 정보 도청자의 위장 인증을 바로 감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평문전송 알고리즘은 Intercept-resend 도청방식

과 MiTM(Man in the middle)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볼 

때, Intercept-resend 공격에 대한 안전도는 (표 1)에서와 

같이 엘리스가 보내는 128비트의 큐빗 상태에 대해 전

위 64비트의 확인 과정을 통해 확률적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중간 공격자에 의한 데이터 가로채기가 발생한 

다면 각 비트별 
의 확률로 오류가 생성된다. 이를 64

비트의 병렬데이터로 환산하면 (
 )64의 확률로 일치하

게 되므로 공격이 불가능하다. MiTM 공격에 대하여 악

성 공격자의 위장 데이터 교환은 공개채널에서 엘리스

와 밥의 상호 이차인증으로 실질 사용자의 존재성을 확

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함을 확보한다.
양자평문전송 알고리즘은 BB84 프로토콜과 E91 프

로토콜의 양자 얽힘에 의해 공격자의 유무를 판단하고 

공격 징후에 대처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One-time Pad와 

같은 안전도가 확보된다[9]. 
(표 1)과 (표 2)의 One-time Pad를 병합적으로 양자화

된 데이터를 후진 비트열로 저장․전송하면 1라운드 데

이터열은 검출필터의 난수성에 의해 보내고자 하는 평

문의 절반을 양자암호 알고리즘으로 안전하게 전송되

고 평문의 나머지 절반은 2라운드 데이터에 의해 양자

암호 알고리즘으로 전송된다.
두 표에서와 같이 1라운드 데이터와 2라운드 데이터

를 EX-OR 연산으로 병합하면 온전한 평문이 된다. 이
것은 양자암호의 안전도를 승계하면서 평문전송이 원

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격자에 대한 사용자 인증은 기존 BB84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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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24 125 126 127 128

엘
리
스

송신
비트 1 1 0 1 ⋯ 1 0 1 1 0 1 0 0 1 ⋯ 1 0 1 0 0

필터 ⊕ ⊗ ⊕ ⊗ ⋯ ⊕ ⊗ ⊕ ⊕ ⊕ ⊕ ⊗ ⊗ ⊕ ⋯ ⊕ ⊗ ⊗ ⊕ ⊗
상태 ↔〉 ↗〉 ↕〉 ↗〉 ⋯ ↔〉 ↖〉 ↔〉 ↔〉 ↕〉 ↔〉 ↖〉 ↖〉 ↔〉 ⋯ ↔〉 ↖〉 ↗〉 ↕〉 ↖〉

밥

검출 ⊗ ⊗ ⊗ ⊗ ⋯ ⊗ ⊗ ⊗ ⊗ ⊗ ⊗ ⊗ ⊗ ⊗ ⋯ ⊗ ⊗ ⊗ ⊗ ⊗
관측 ↗〉 ↗〉 ⋯ ↖〉 ↖〉 ↖〉 ⋯ ↖〉 ↗〉 ↖〉
비트 1 1 ⋯ 0 0 0 ⋯ 0 1 0

일치 F T F T ⋯ F T F F F F T T F ⋯ F T T F T

원타임 1 1 ⋯ 0   0 0 ⋯ 0 1 0

- 엘리스가 전위 랜덤64비트와 후위 동일 64비트 전송

- 밥의 ⊗  검출기 검출 후 전위 64비트 공개

- 엘리스의 전위 64검출비트와 데이터 공개

- 밥의 후위 64 비트 저장 후 1라운드 저장 64비트와 or 연산 시행

표 2. 이중광자 평문전송 2라운드 데이터 흐름도

Table. 2 2round data flowchart of double poton transform

의 안전도를 승계함으로서 안전함이 입증되었고, 백도

어(Backdoor)에 대한 공격법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기술적으로 양자화된 데이터의 양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을 만큼의 전송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양자전송이나 양자컴퓨터의 발전은 양자화된 

평문전송의 사용이 급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전한 보안 알고리즘을 서버보안

의 프레임 적용에 응용된다면 전자정부의 안전성은 더

욱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제안 알고리즘의 응용으로 m-Gov의 행정서

비스는 무선 보안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

에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전자정부 서비스로서 정보 

보안의 안전성을 더욱 갖추는 것이 효율성, 경제성 있는 

국가경쟁력의 가치척도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ICT 생태계는 지금도 불가측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

화는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전자정부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회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연구 투자하고, ICT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유선기반 e-Gov에서 m-Gov로 변화된 이동성, 개방성, 

다양성, 경제성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사항

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대국민 및 기업의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로서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m-Go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다 안전한 m-Gov 보안

대책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대응책과  m-Gov 
정책과제로 스마트한 전자정부 보안대책 모형모델과 

양자평문전송 알고리즘 응용을 제안 하였다.
특히 안전성 있는 기술적 보안대책 모형 프레임과 

구체적으로 서버, 네트워크, 단말보안 프레임을 갖춘 

구조에서 제안된 보안 알고리즘을 서버보안에 응용하

여 안전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 가능함을 논거 하

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 알고리즘 응용 제안의 논제 활용가치로 인해, 정
부의 혁신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

의 궁극적인 목적 실현의 최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보다 

안전한 정보보호의 행정이념을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

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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