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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IT 서비스 및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사용자
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은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IT 자원 및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 및 자원들에 대한 무결성, 불법 유출, 위·변조와 같은 보안 사
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솔루션이나 연구결과들은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및 연구되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 접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보안관제 모델을 제안한다.

주제어 : 클라우드, 보안관제, 통합 보안관제, 클라우드 환경 보안관제, 보안관제 프레임워크

Abstract  Recently, Interest variety of IT services and computing resources are increasing. As a result, the 
interest in the security of cloud environments is also increasing. Cloud environment is stored that to provide 
services to a large amount of IT resources on the Cloud. Therefore, Cloud is integrity of the stored data and 
resources that such as data leakage, forgery, etc. security incidents that the ability to quickly process is 
required. However, the existing developed various solutions or studies without considering their cloud 
environment for development and research to graft in a cloud environment because it has been difficult. 
Therefore, we proposed wire-wireless integrated Security management Model in cloud environment.

Key Words : Cloud Computing, Integration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Cloud Environment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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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다양한 IT기술들에 한 개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됨에 따라 하드웨어 는 각종 소 트웨어와 같

은 다양한 컴퓨  자원을 구매, 설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

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요 을 지불하는 형태의 컴퓨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IT 기술들 에서도 클라우드 컴퓨 이 리 상용

화되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치에 존재하는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와 

같은 컴퓨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을 통해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다[1,2,3,4].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외부 서버에 

장되어 리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 하게 각종 데

이터  자원들을 리  보 할 수 있으며, 장 공간

에 한 환경 인 문제 한 해결할 수 있다.

클라우드 환경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데이터 는 컴퓨  자

원 등을 이용하거나 열람  수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해당 클라우드 서버자체가 공격받거나 취약 에 

노출될 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장된 데이터 

 자원들의 무결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서버의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장된 데이터  자원의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클라우드 환경에 장 

 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

에 해당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리하여도 데이터는 클라

우드 서버에 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 디바

이스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  자원들이 유

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랫폼의 경우 공격의 용이함과 취약 이 쉽게 발

견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호 기법이나 련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3,4].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근하는 수

많은 사용자들과 각종 디바이스의 근부터 서버에 장

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  자원들을 리하며, 해당 클

라우드 서버의 취약 을 통해 보안사고 발생 시 빠르게 

응하고, 안 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보안 제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로 

클라우드와 보안 제에 한 분석을 진행하고, 3장에서

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요구사

항에 해서 분석한다. 4장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제 모델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도입효과를 분석

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다.

2. 관련연구

2.1 클라우드

클라우드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에 제약 없이 

서버에 장된 데이터 는 컴퓨  자원을 사용자의 필

요성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술을 의미한다[1,2]. 즉, 클라우드는 하드웨어

나 소 트웨어, 스토리지 는 네트워크 등과 같이 사용

자가 사용 가능한 부분의 컴퓨  자원들을 구매 는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요청하여 제공받

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요 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크게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

tructure as a Service)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 서비스 제

공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5,6]. IaaS는 서버나 스토리지 등과 같은 인 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마존의 AWS와 Rackspace 

등이 표 인 다. PaaS는 표 화 된 랫폼을 서비스

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Google의 AppEngine과 Microsoft

의 Asure가 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사용

자가 이용하는 웹 라우 를 기반으로 소 트웨어를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 표 인 로 Google의 Gmail과 

Salesforce.com 등 이 있다

한 클라우드 환경은 배치하는 형식에 따라 사설 클

라우드(Private Cloud)와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로 

구분할 수 있다. 사설 클라우드의 경우 특정 개인 는 

기업 고객만을 상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업에서 

자체 으로 환경에 합한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사

용하기 때문에 반 인 기반시설에 해 완 한 통제가 

가능하고, 데이터에 한 보안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공공 클라우드는 사설 클라우드와는 다르

게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을 한 클라우드 서비

스이다. 공공 클라우드의 경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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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로부터 외부에서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리가 쉬

울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비용에 한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가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

에 기반 시설에 한 통제권 확보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단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7,8,9].

[Fig. 1] Cloud Computing Environment

2.2 보안관제

보안 제는 제 상기 의 정보 기술  다양한 IT

자원을 해킹, 바이러스 등과 같은 여러 사이버 공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해 각종 보안 이벤트  시스템 로그 등

을 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분

석을 통해 해당 문제 에 하여 응하는 보안 업무를 

나타낸다. 

장된 요한 정보 자산의 리   보안은 문 인 

집단에서 수행하고, 상기 의 경우 해당 업무를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 보안 서비스이다. 

보안 제의 경우 기존의 ‘정보공유분석센터’와 유사한 형

태로 업무의 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한  해킹, 

바이러스 등과 같은 사이버 공격  다양한 정보의 침해

사고 등에 해 응하기 한 방식이다. 한 취약   

침해 요소 등을 분석하고 응방안을 모색하여 상기

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응을 수행하는 에서 유사하다. 

추가 으로 분야별 여건을 고려, 침해사고 응체계 구

성  운 , 기반 시설 보호, 정보보호 련 교육 등 다양

한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기 의 정보보호 련 

분야를 반 으로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문조직 운

을 한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솔루션 구입이나 기

술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0,11].

보안 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3가지로 네트워크나 시

스템에 설치된 에이 트, 정보수집 서버, 제용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먼  에이 트 의 경우 각종 보안 장비와 

서버, 네트워크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스템에 합한 설

정에 따라 로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하여 제센터에

서 각종 로그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정보수집 서버는 각각

의 에이 트에서 보내진 각종 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에이

트에 한 확인 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정  분석과정

에 요구되는 각종 리포  소스를 제공한다. 끝으로 통합

제용 시스템은 각종 이벤트의 로그에 한 분석을 수

행하여, 다양한 정보를 종합  상황 분석을 통하여 제

인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9]. 

보안 제는 유형에 따라 크게 원격 제, 견 제  

자체 제 3가지로 분류된다. 먼  원격 제의 경우 제

업체가 보안 제에 필요한 제시스템을 스스로 구비하

여 상기 의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장비 심의 보안 

이벤트에 하여 상시 모니터링 과정을 수행하고 만약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 조치하는 서비스

이다. 견 제는 상기 이 직  자체 으로 보안 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 업체로부터 문 인력만 견을 

받아 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끝으로 자체 제

의 경우 보안 제시스템의 구축  제 문 인력을 양

성하여 자체 으로 운   리하는 제 형태이다[10].

3. 취약점 분석 및 요구사항분석

3.1 취약점 분석

3.1.1 물리적 보안제어 부족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집 는 회사, 외부 

공간 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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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러한 경우 디바이스들의 이동

성 확보와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디바이스 분실  도난과 같은 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디바이스 내에 장된 데이터의 유출  ·변

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각종 디바이스들은 항상 소지하고 있을지라도 외부공간

에서 더 스니핑(Shoulder Sniffing)을 통해 노출되거나 

화면에 출력된 데이터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물리 인 

보안 에 노출될 수 있다[12,13,14,15].

3.1.2 취약한 통신망 사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 원격 속을 수행하

는 사용자들은 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으로 외부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외

부통신망은 보안에 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러한 외부통신망의 경우, 도청에 취약하며 원격 속을 

수행하는 동안 송·수신되는 데이터들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한 해당 데이터가 도청이 될 

경우 ·변조의 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 간자 공

격(Man-In-The-Middle-Attack)으로 인하여 송·수신되

는 데이터를 탈취하여 변형할 수 있다[13].

취약한 통신망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들은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 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용자와 서버간의 상호인증을 통하여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완 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1.3 내부자원 접근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사용

자들이 디바이스들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장된 데이

터에 근하게 된다. 다양한 환경에서 신뢰되지 않은 디

바이스를 통해 내부자원에 근할 경우, 데이터의 ·변

조 될 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바

이러스와 같은 악성코드를 시키는 것 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법한 사용자/디바이스를 별하여 사용

자의 근  데이터 근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13].

3.2 요구사항분석

3.2.1 기술적 요구사항

클라우드 환경은 다양한 IT기술이 가상화 기술을 통

해 분산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 시스템을 운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보안 제와 같은 사고 응  방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차 고도화되는 침해사고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

하기 해 신속하고 문화된 응 체계의 구축이 필요

하다.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보안 제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능동 이며 체계 으로 취약 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침해사고를 사 에 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1,2].

3.2.2 환경적 요구사항

IT기술의 발 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보안 사고에 

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사고에 한 응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클라우드 서버를 리해  

보안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해킹, 

데이터 유출과 같은 1차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악

용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보안 사고에 한 응

체계와 보안시설의 마련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 최근 들어 침해사고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차 으로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일 인 

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차 진화하는 공격에 

응하고, 복합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

축이 필요하다[1,2,3].

 

3.2.3 운영적 요구사항

클라우드 환경은 다양한 IT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시

스템이 차 복잡화되고 있으며, 범 가 차 으로 

형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된 자원  시스템의 

보안 리  유지하기 한 담당자의 업무량이 증가하

고 있다. 한 막 한 양의 데이터들을 안 하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한 리 기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자동화  체계 이고 복합 인 

보안 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한 다양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보안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측면의 문제도 고려사

항이다. 이러한 종합 인 문제를 해결을 해 통합된 

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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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curity Management Model

4. 제안기법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동시 다발 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만약 인증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근이 허가된다면 해당 사용자

에 의해 악성코드가 유포되거나 서버 내에 악성 일을 

업로드 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서버 내에 

장된 데이터의 ·변조 는 기  데이터의 유출이 발

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무선 통합 보안

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크게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 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데이터 보안 

시스템, 리 시스템  근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하  모듈들이 보안 제 시스템을 구성한

다. 제안하는 보안 제 모델은 [Fig. 2]와 같다.

4.1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실시간으로 

이용 황  보안 이벤트, 사용자/디바이스 등을 리하

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디바이스 리 모듈과 데이터 이

동 리 모듈, 서버 내 실시간 모니터링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 디바이스 리 모듈은 클라우드 서버에 근

하는 수많은 사용자의 리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

이스를 리하는 모듈로, 근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의 법성을 확인  리한다. 만약 

이상 징후가 탐지될 경우 제 시스템으로 해당 로그를 

송하여 응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한다. 

데이터 이동 리 모듈은 클라우드 서버 내에 장된 

수많은 데이터의 이동 리를 담하는 모듈이다. 데이

터의 이동 리를 해 근제어 시스템의 상황 정보 모

듈과 연계하여 해당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데이터 근 

권한, 처리능력 등에 한 정보를 수신하여 불필요하거

나 부 합한 데이터의 이동을 차단  리한다. 서버에 

장된 각종 데이터들은 특정 코드 는 해쉬값을 함께 

기록하여 데이터의 이동과정  경로를 리 하게 된다. 

실시간 모니터링 모듈은 사용자들이 업로드 한 데이터의 

·변조가 발생하거나, 장된 데이터에서 악성코드가 

활동하는 경우 등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실시간으로 발

생하는 보안 이벤트들을 탐지  리하고 응할 수 있

는 모듈이다. 한 서버에 속한 사용자가 불법 행동을 

하거나 불법 일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탐지하고 사

에 차단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듈을 도식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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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itoring System Module

다음 [Fig. 3]과 같다.

4.2 자동화 관제 시스템

자동화 제 시스템은 반 인 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이벤트들을 수신하여 클라우드 서버를 리한

다.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 부터 발생 상황, 피해 

정도를 수집하여 분석을 통해 해당 상황에 한 응

책을 자동을 수행한다. 한 수집  분석된 데이터를 정

리하여 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움을 다. 만약 바

이러스가 클라우드 서버에 장된 일에 감염되었을 경

우, 해당 이벤트를 수하고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의 안티 바이러스 모듈을 실행시켜 감염된 일을 

격리/치료를 수행하고, 함께 장되어 있던 일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화 제 시스템은 모든 구성요소들과 연계하여 

보안 이벤트 발생  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황

에서 가장 합한 응책을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클라우드 상에서 을 탐지할 경우 보안 에 응

할 수 있는 모듈을 호출하여 해당 보안 을 차단한다. 

를 들어, 클라우드 상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데이터

가 탐지될 경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의 안티 바이러스 

모듈을 호출하여 해당 데이터를 진단하여, 치료, 격리  

삭제 등의 응을 수행한다. 데이터를 삭제 하 을 경우, 

해당 데이터의 소유주  사용자에게 사고 내용에 한 

보고서  안내문을 공지하여 추가 인 사고를 방지한다.

4.3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은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발

생하는 각종 보안 사고에 해서 응하기 한 시스템

으로 크게 안티 바이러스 모듈, 불법 AP 탐지 모듈로 구

성되어 있다.

안티 바이러스 모듈은 기존에 정의된 바이러스의 정

의  패턴을 분석하여 바이러스 DB에 장된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바이러스를 탐지한다. 한 데이터 내부의 

코드 일부가 바이러스 정의와 일치할 경우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일의 험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을 차단하고, 삭제한다.

불법 AP 탐지 모듈은 비인가 된 무선 AP를 통하여 클

라우드 서버에 속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패킷 송을 

차단하는 감지 모듈이다. 불법 AP 탐지를 통해 공개된 

AP 사용자의 근을 제한한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은 데이터 보안 시스템과 연계

하여 내부에 장된 데이터의 이동  송 과정을 감지

과정을 수행하여하여 비 인가된 AP로 근한 사용자로

부터 클라우드에 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여 차단하고 로그를 생성한다. 한 디바이스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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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rocessing of each system module

4.4 데이터 보안 시스템

데이터 보안 시스템은 클라우드에 장된 데이터들은 

무 암호화를 통하여 특정 사용자 는 권한을 획득한 

사용자들에게만 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비 인가된 사

용자는 해당 데이터에 근이 불가능하도록 리를 수행

한다. 

데이터 보안 시스템은 데이터 리 서버를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의 이동, 복사 등을 리하게 된다. 한 클라

우드에 장되는 데이터는 사소한 데이터부터 각종 개인 

정보, 요 데이터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암

호화를 수행하여 장한다. 이 후 암·복호화 검 시스템

을 통하여 장된 데이터들의 암호화  복호화 가능 여

부를 탐지하여 비인가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지한다.

데이터 백업/ 리 모듈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데

이터 삭제, 악의 인 사용자의 삭제  바이러스 감염으

로 인해 해당 데이터를 정상 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를 방지하기 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백업시켜두었다

가 요청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시켜 다.

4.5 접근제어 시스템

근제어 시스템은 클라우드에 근하는 사용자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정당한 사

용자일 경우에도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한 권한

을 부여하게 된다.

사용자/디바이스 인증 모듈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ID/PW, OTP, 생체정보, S/N 등)를 통하여 사용자  디

바이스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디바이스의 리는 MDM 

서버를 통하여 별도로 수행한다. 인증 정보는 클라우드 

내에 DB에 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 에 등록된 사

용자 정보  권한 정보 등을 획득하여 사용자의 근 여

부를 결정한다. 

상황정보 모듈의 경우 각 종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다

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들의 근을 제

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의 

치정보를 기반으로 환경, 네트워크 상태 등과 같은 상

황 정보를 고려하여 근 권한의 등 을 조 하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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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즉, 데이터의 읽기/쓰기가 가능한 권한을 부

여받은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상황정보에 따라 데이터의 

읽기만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사용자의 근요

청이 발생하면 기본 으로 인증서버에 장된 인증정보

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인증을 수행함과 동시에 MDM 서

버를 기반으로 사용자 디바이스의 인증  리를 수행

하여 사용자의 법성을 별한다. 그 후 디바이스의 

치정보  네트워크 환경과 같은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한 근 

권한을 부여한다.(단, 사용자가 설정을 통해 디바이스에 

계없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도록 설정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4.6 관리 시스템

리 시스템은 보안 이벤트 업데이트, 새로운 취약  

진단 등과 같은 반 인 보안 제 시스템의 리를 수행

하는 시스템이다. 제 상 클라우드 서버의 사용자가 

가장 은 시간 를 이용하여 모의 해킹  취약  진단

을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   취약 , 수집된 보안 련 

정보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업데이트  모듈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리 시스템은 크게 보안 

이벤트 수집 모듈, 취약  진단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 이벤트 수집 모듈은 인터넷, 뉴스기사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새로운 보안 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시

스템  모듈의 성능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클라우드 서

버 상에서 발생한 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취약  진단 시스템은 사용자가 은 새벽시간

에 수집된 보안 이벤트  새로운 공격기법 등을 통하

여 모의 해킹을 수행하고, 새로운 보안  요소들의 동

향을 수집하여 새롭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한 수정  보완을 진행한다.

5. 도입효과

클라우드 환경은 다양한 IT기술의 융합된 컴퓨  환

경으로 여러 취약 이 발견될 수 있다. 한 수많은 데이

터들이 장되어 있는 상태로 데이터의 리  안 성

에 한 심이 집 되고 있으며, 추가 으로 안정 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 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데

이터 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서버에 장되어 있는 수많

은 데이터의  안 한 장  리가 가능해지며, 데이터

의 복사  이동을 탐지하여 로그를 남기고, 해당 로그를 

통하여 데이터의 유출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바이러스, 웜 등으로 

인한 서버의 문제 을 신속하게 응하여 안정 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용자  사용자의 디바이스의 행동, 데이터의 이용

황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변조 등을 

탐지하여 발견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을 수행한다. 기존 제시스템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제를 수행하 으나 자동

화 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은 인력으로 제 능

력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를 수행하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탐지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제 모델에 한 기반

연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상한다.

6. 결론

최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클라우드 환경에 한 사용자들의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으로부터 데이터의 안 한 리에 한 심이 증가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나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무선 통합 보안 제 모델을 제

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안 제 모델은 클라우

드 환경에서의 안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기타 유사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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