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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환경을 통한 인터넷 접속으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이 대중화되고 있다.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그 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
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요구되는 보안 사항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고 있으나 모바일 클라우드와 같이 새로운 사용자 환경에 
대한 보안 정책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접근에 관한 취약성을 분석해 보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알아본다.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
비스 상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관한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접근제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을 도출한다. 향후 접근제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적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데이터 관리 

Abstract Mobile cloud environment is recently becoming popular due to Internet access through various 
environments. Driven by computer performance improvement and service development, the demand for mobile 
cloud is increasing and accordingly the damage is on the rise. Therefore, it needs to conduct a study on 
problems of security necessary in large database that occurs in mobile cloud services. Although various security 
solutions limiting database access, security strategies about new user environments should be analyzed. This 
study analyzes weakness of safe data access through database management in mobile cloud environment and 
examines security requirements for safe data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looks into threatening factors 
of security in cloud services and then draws security requirements about safer access control. A study on 
system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security requirements about access control is required. 

Key Words : Cloud Computing, Security, Data Base, Access Control,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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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기기가 클라우드 시장에 보 됨으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IT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ㆍ기업 등을 상으로 하는 콘텐츠 서비스에 

한 클라우드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의 통합형인 모

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

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4년을 기 으로 약 2조원 규모로

의 성장이 상된다. 따라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문가들은 망 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그 장비의 특성상 데이터 처리능력의 한계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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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장 공간의 제약으로 모바일 단말기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데이터 스토리지 환이 필요하다.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동형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 보안의 취

약성을 지니고 있다[7].  

기본 인 컴퓨터 환경에서 두되었던 보안상의 문제

이 그 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우려로 나타났으며, 

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존의 문제 과 모바

일 기기의 근에 한 보안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좀 

더 활성화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제공을 

해 보안의 취약성 분석과 그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래 [그림 1]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

스와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에 한 변화된 응

용을 나타낸 것이다[4]. 

[그림 1]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본 논문은 2장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과 보

안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환

경에서의 사용자 근과 데이터 리에 따른 보안의 취

약성을 분석해 본다. 4장에서는 보안의 취약성에 한 보

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논한다.

2. 관련연구

2.1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는 기본의 클라우드 

환경과 마찬가지로 SaaS(Platform as a Service)는 다양

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고, Paas 

(Plaform as a Service)은 추상화한 하드웨어 환경에 소

트웨어 개발 환경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5].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하드웨어 자원과 응

용 소 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물리  자원

을 논리  분배와 통합으로 자원의 가상화를 통한 자원

공유를 해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로 근이 응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은 사용자가 다양한 자원을 직  소

유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여하여 제공 받는 새로운 형

태의 IT자원 서비스이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도만 사용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모바일 클라우드는 기존의 클라우드와 모바일 환경이 

결합된 패러다임으로 N-Screen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응용 소 트웨어를 동기화시켜 서비스를 제공

한다. 모바일 클라우드는 이동성 단말기와 스마트 기기

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기기에 한 제한성을 극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다음 [그림 2]는 모바일 클

라우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2]. 

[그림 2] 모바일 클라우드 개념도  

2.2 모바일 클라우드의 보안 기술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 용되는 보안 기술은 기존

의 클라우드 환경에 용되는 부분의 보안 솔루션이 

응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용량 데이터 베

이스에 근하려 할 때 사용되는 근 제어는 운 체제 

상의 한 로세스가 다른 로세스의 메모리에 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로 가장 요한 보안 기술이다. 근 

제어에 한 표 인 기술로는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한 근시의 권한을 임의로 설정하는 

DAS(Discretionary Management System)와 자원에 

한 보안 등 과 역을 기 으로 수직과 수평  근 규

칙에 따르는  MAC(Mandatory Access Control), 그리고 

사용자의 그룹에서 역할을 기반으로 근에 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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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하게 부여하는, 역할을 기반으로 근을 제어하는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등을 들 수 있다[1].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사용자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데이터 리에 

있어 암호화 리가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 방법

은 비용과 성능면에서 고 인 방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 솔루션의 검증이 요구된다. 

[그림 3]은 클라우드 환경에 용되는 보안 기술과 응

용을 나타낸 것이다[8][9].

[그림 3]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적용 기술

모바일 클라우드는 량 자원의 공유와 앙 집 식 

스토리지로 인한 컴퓨터에 데이터 설정의 오류, 취약한 

사용자 식별정보 설정, 사용자 계정도용, 비인가 사용자

의 데이터 근과 같은 보안 이슈가 존재한다. 한 사용

자의 가상 머신에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에 한 이 

존재하며, 악성코드 감염 시 환경 내부에 있는 데이터의 

괴나 유출의 확산 험이 있다.  

  

3.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접근의 취약성

3.1 데이터베이스 보안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보안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기존의 모바일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

스를 제공 받는 사용자들은 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좀 더 강력한 보안 응용기술을 제공받게 된다. 

량의 데이터를 취 하는 데이터 베이스는 보다 유

연한 컴퓨  기술을 필요로 한다[6].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가장 일반 인 서비스의 

하나인 IaaS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스토리지 분리, 리

에 한 보안의 문제   보안 수 에 따른 격리된 리

환경의 제공이 요구된다. 한 모바일 클라우드의 가상

화 환경에서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격리와 스토리지 

리에 있어 안 한 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하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근

제어와 암호화, 권한 제한 등을 이용하여 비 성

(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유용성(availability)

등을 목 으로 한다. 

다음 [그림 4]는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9][10]. 

[그림 4]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모바일 클라우드의 데이터 베이스 보안은 능동 인 

근 제어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안과 검증된 암호화 

기법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안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의 보안을 해서는 내ㆍ외부에 존재하

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 험요소들에 한 통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에 존재하는 스토

리지에 장된 데이터는 각 보안 수 에 따라 용되는 

뷰를 제시할 수 있고 SQL문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근

에 한 제한을 둘 수 있다. 

한 장된 데이터의 암호화 기법의 보안 리 측면

에서는 암호화 단계에서 키 생성을 통한 공개키 기법을 

이용한 리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 5]는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의 구간별 보안 

을 나타낸 것이다[3]. 

[그림 5] 모바일 클라우드의 구간별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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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베이스 취약성 분석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고성능화와 이동성  모바일 환경에서의  데이

터 보유의 특성으로 인한 데이터의 손실  유출이라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한 통합되어 공유된 자원이 악의  근에 노출되

거나 데이터 사이를 모호하게 한다. 이는 불충분한 근 

제어와 부 한 데이터 근 권한 그리고 불충분한 감

사로 인하여 발생한다.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베이스는 사용자에게 

역 노출의 제약에 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그룹의 소속이며 어떤 Role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한 모바일 기기의 근으로 인한 

timestamp 값과 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근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다음은 일반 인 데이터 근 보안의 취약성은 다음

과 같다. 

․기본값이나 일반 인 아이디 비 번호

․SQL Injection 

․데이터베이스 랫폼의 취약성 

․과도한 사용자  그룹 권한 

․데이터베이스 패치의 보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허용 남용 

․Broken configuration management  

․권한 상승

․서비스 거부 공격 

데이터 베이스는 리  보안 통제(Administrative 

Security Controls)와 논리 /기술  보안 통제

(Logocal/Techical Security Control) 그리고 물리  보

안 통제(Physical Security Control)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리  통제에서는 보안 활동을 제어하는 정책안과 표

안 차와 정의에 따르는 보안 리 역을 의미하고, 논

리 /기술  보안은 DB에 발생하는 보안 을 악ㆍ

통제하는 등의 취약  제거 기능을 수행한다. 물리  보

안은 근과 사용을 차단하며 동시에 모니터링을 수행하

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목  보안의 목 은 모든 

종류의 으로부터 데이터의 완 한 보호보다는 발생

이 상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따른 기술  분

석을 수행하며 이를 원활히 통제하는 것이다. 불명확한 

사건의 발생 험을 최 한 감소시키고 한 수습이 가

능한 수 (Acceptable Level)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 리 인 부분을 더하여 보안 계층을 구성함으로써 

보안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피해의 범 를 최

소화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한 정보 보안 리의 

목 으로 한다. 

아래 [그림 6]은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데이터 베이스의 취약성

4.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사용자 접근 제어

4.1 혼합 인증을 이용한 사용자 접근 제어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근하게 되는 모바일 클라우

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근 제어는 사용자 환경을 고

려하여 각각의 사용자 환경에 합한 인증과정과 권한 

리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  서버는 anytime, anywhere, any  

device 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

를 요청하는지에 하여 능동 인 처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에 이 되는 비인가 근 사용자, 

단말기의 불완 한 근, 사용자의 부정확한 식별정보, 

보안시스템의 무기력화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목 을 손상하게 된다. 근제어시스템은 먼  근 정

책과 보안 리 규칙과 보안 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근 

요청을 거부 하거나 허용 는 요청에 한 정책의 능동

 수정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형 Public 

Cloud Computing의 사용자들을 권한 그룹핑과 혼합 인

증 방법을 이용하여 치정보, 근 타임 등의 정보를 

용한 동 인 근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권한 부여는 계층  비 집 된 권한 부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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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용자는 각자 그룹에 부여된 권한과 자신의 역할

에 따른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한 다양한 단말기의 사용

으로 단말기에 한 고유 식별 정보 보유와 단말기 등록 

과정을 통한 장비의 도난과 분실에 한 비정상 인 

근을 차단한다. 

네트워크상에서 수행되는 통합 인증 서버 형식에서 

사용자 그룹핑을 이용한 분산형 규칙 기반 사용자 근 

제한을 용한다. 

다음 [그림 7]은 본 논문이 제안 하는 혼합인증 사용자 

근제어 시스템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접근 제어 시스템 구조도

혼합 인증 사용자 근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인증

을 다 으로 처리하고 분산 정책 DB의 규칙을 용 받는

다. 제안 하는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먼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사용자는 사용자 식

별 데이터와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식별 데이터를  

생성 등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식별 데이터 한 등록하게 된다. 최 의 등

록 과정에서 사용자의 ID와 passwd 등을 생성하게 

된다.    

② 사용자가 식별 데이터를 등록하게 되면 해당 사용

자는 인증서를 생성하게 된다. 인증서는 인증서 

DB에 보 되어 사용자가 차후 서비스 근 시 인

증 처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다. 

③ 사용자는 서로 다른 사용자 환경에서 원하는 서비

스에 근하게 된다.

④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근 시 혼합 인증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사용자의 역할에 하여 다른 규칙

을 용 받게 되며 같은 사용자라 할지라도 서비스 

근 시간과 서비스 근 기기에 따라 다른 근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이는 기업형 모바일 클라

우드 환경에서 사용자가 사내에서 다른 사용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 받는 다하더라도 사용자가 특정 

장소를 벗어나 서비스에 근하면 다른 권한을 부

여 받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timestamp 값과 치 정보를 이용하여 혼합 인증

을 통하여 근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⑤ 사용자의 치정보와 근 장치의 정보와 기존의 

메타 데이터 값을 용하여 인증 과정이 수행되면 

가상화를 통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권한에 따라 

그룹핑을 용한 후 DBMS에 근을 허락/거부를 

확인 받는다.

4.2 사용자데이터 접근 제어를 위한 보안 

    요구 사항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근성을 한 보안

은 환경을 고려하여 강력한 인증을 요구하는 근 제어가 

요구된다. 강력한 근 제어는 사용자와 시스템 리자 

그리고 클라우드 외부에서 내부로 송되는 데이터와 내

부에서 외부로 송되는 데이터 그리고 장 후 데이터 

리가 모두 보안 리 상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용 클라우드 망

의 Private Cloud 그리고 Hybrid Cloud 서비스 사용 시 

사용자 인증 VPN의 인증 데이터 송 시 요구되는 암호

화와 복호화 처리 등에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모바

일 기기로의 근은 그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해당 상황에 동 으로 차등하여 데이터 근에 한 인

증과 근 허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차등 근의 통제를 해서는 서비스 제공 치의 지

역 범 와 사용 단말기기의 등록과정에서 발행하는 메타

데이터의 정책을 설정, 수정, 용하는 과정이 수행되어

야 한다. 재 모바일 단말기는 보안성에 매우 취약하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 시 데이

터 근에 한 별도의 인증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서 사용자는 반드시 서비스 근 시 매번 인증 과정

을 수행하는 처리가 필요하다. 한 기업용 클라우드 망

에서는 그룹 사용자 지정에 있어 그룹핑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각 개인의 고유 식별자를 통한 그리고 치 정보

와 timestamp를 통한 차별된 인증 처리가 필요하다. 사

용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인증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데

이터베이스화하고 암호화 과정을 거친 후 DB에 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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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메타데이터에 한 보안의 취약성에 비하여

야 한다. 사용자 근 제어는 다소 서비스 제공에 복잡함

을 래할 수 있으나 보안성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구

사항이다. 

5. 결론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그 수요가 

날로 증함에 따라 다양한 피해 유형이 발생하고 피해 

한 증 하고 있다.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베이스 리에서 요구되는 보안 사항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러 방식의 사용자의 데이터베이

스 근을 제한하는 보안 솔루션이 용되고 있으나  새

로운 사용자 환경에 한 보안 정책에 한 분석이 필요

하다. 본 논문은 데이터베이스 근제어를 통한 사용자

의 안 한 데이터 근에 한 취약성을 분석해 보고 안

한 데이터 리에 한 보안 요구사항을 알아본다. 혼

합인증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상에서 발생하는 보안 

에 하여 사용자의 상황 데이터를 인증에 용했고 

모바일기기 사용에 한 환경  요소를 근제어에 용 

하므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안 한 사용자 근 

제어를 제안하 다. 

향후 근제어에 한 보안 요구사항에 한 시스템 

용과 평가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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