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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study focuses on the preparing a guide for the plan to the companies that want to build a business 

document system for the centralized services under the cloud computing. Total 3 Operating companies with regard 

to cloud computing issues are introduced for this purpose. Analyzing the usag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lected companies were performed to set up plans. Through this in-depth needs of the user's point of view for the 

management of business documents, The necessary improvements in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and document 

sharing were derived.

Business documents centralized service plans were proposed based on cloud computing models. Practical 

experiences of the companies were helpful to present the details of the operational strategy and operational plans. 

Especially with minimal staff input and verification process, Sample method for the automatic generating of the new 

document file name is introduced. A test bed before operating the enterprise-wide system were presented with 

information that is to be considered when build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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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

기업 내 디지털 자산인 업무문서를 클라우드 컴

퓨 의 요 기술인 가상화를 이용하여, 직원 간 

공유와 업을 지원하는 최종 사용자 컴퓨 (End 

User Comput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연한 업

무 환경을 제시하는 일은 기업 발 을 한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

ting)을 이용한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은 기업 신

을 한 요소  높은 우선 순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의 정보자산을 효율 으로 활용

하기 한 IT투자 에서도 극 으로 검토되

어야 한다(Armbrust et al., 2010). 

제공자 측면이 아닌 사용자 측면의 연구로는 클

라우드 컴퓨  경제, IT 략, 보안, 기술수용과 구

 등의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Marston et al., 

2010). 사용자를 한 최근 클라우드 컴퓨  기술 동

향은 주로 데스크톱 속 서비스, 모바일 속 서

비스, 콘텐츠 사용 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

서 데스크톱 사용자를 한 체계화되고 손쉬운 서

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시 에 불편하지 않은 지

각 속도로 실시간 어 리 이션을 제공하는 일이 

요해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의 발 으로 기

존에 데스크톱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하

는 업무문서 앙화 서비스는 사무실 내부에서는 

슬림화된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는 원거리 장에서도 업무를 해 사용이 가능하

도록 발 하고 있다.

기업의 직원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분류  

분량의 업무문서는 사 으로 귀 한 데이터 자

산이며, 편리한 사용자 환경 속에서 련된 업무

와 연계시켜 창의 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검색

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직원이 작성한 문서는 

작성자 외에도 타 사용자와 공유  업이 필요

한 경우가 발생된다. 일반 으로 업무문서 작성은 

지식 집약  문  스킬을 필요로 하며, 공동작

성이나 타 문서 참조 등 력에 의해 작성되는 경

우가 많다(Kreth, 2000). 기업 내부  학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85%는 작성자가 2명 이상으로 

조사되었다(Ede and Lunsford, 1992). 타 사용자가 

작성한 업무 문서를 활용하고자 할 때 실 으로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의 사례는 기업 설문에 의

하면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부서 간에 업하려

는 경우, 문서를 작성한 직원이 출  퇴사하여 

원본을 찾고자 경우, 새로운 직원에게 업무자료를 

인수인계 시, 보  인 문서를 원활하게 달하

고자 하는 경우, 원거리 출장지에서도 공간  제

약을 넘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타 사용자가 생성한 업무문서의 존재유무를 확인

하려는 경우, 타 사용자가 생성한 업무문서를 참

조하거나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직원의 업무문서 활

용에 한 만족은 기업 경 목 의 달성을 해서

도 요하다. 따라서 업무문서의 생산  활용의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직원의 만족을 높이면서 기

업의 궁극 인 목 을 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업무 문서가 생성되는 시작단계부터 쉽게 장하

고, 필요한 자문서를 쉽게 구분하고, 찾고,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요구된다.

기업의 업무문서를 작성 환경 에서 사용하

는 데스크톱 컴퓨터, 설치된 운 체제, 업무용 문

서작성 소 트웨어, 리 소 트웨어 등이 개인별

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업무

문서의 활용을 해 필요한 소 트웨어들을 일일

이 개인용 컴퓨터에 복잡한 차를 통해 구입하거

나 설치해야 하고, 사후 리를 데스크톱별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작성된 업무문서는 한 컴

퓨터의 도난, 분실, 수리 과정에서 손실이나 유출

이 발생되는 보안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클

라우드 컴퓨 에 한 기 도 커지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주요 문제 을 해결하고, 효율  업무를 

수행하기 한 지원수단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해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스크톱의 종류  설치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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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차이와 상 없이 생성된 업무문서를 빠

르게 동기화하며, 자동화된 방법으로 문서를 보

하고 분류하는 앙화(Centralization) 운 이 필요

하다(Andrew B. et al., 2000).

1.2 연구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기업 내부에서 생성한 

업무용 문서를 앙화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업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방안

을 찾는 근 으로 작성하 고, 시스템을 비

하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구축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요소와 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

법으로는 클라우드 컴퓨 , 업무문서 앙화, 일 

네이  규칙, 클라우드 보안에 한 선행연구 분

석을 우선 수행하 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스마트 오피스 구  개발  용 사례로

서, L사  A사 등 2개 사를 선정하고 분석하 다. 

해당 사례의 효과를 악하고 향후 구축방안을 제

시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문서 앙화와 연

이 있는 업무 여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하 다. 인터뷰 상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  인

라를 구축하고 활용 이며, 향후 업무문서 

앙화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려는 계획을 추

진 인 S 기업의 임직원을 상으로 선정하 다. 

사례 분석  여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주요 

반응주제는 도입 목 , 도입 모델, 특기사항, 이슈 

등을 포함하 으며, 이를 통해 업무문서 앙화 

서비스 제공을 한 클라우드 시스템 운  차를 

제시하 고, 필요한 요소를 나열하고 시하 다.

2. 선행 연구

2.1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과 

가상화(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클라우드 컴퓨 은 오늘날 산업과 사회 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새로운 컴퓨  모델이다(Hartig, 

2008). 기업은 발 을 한 정책  결정이나, 환경

에 의한 사업  요인 발생으로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한 서비스 환을 결정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

 활용 형태는 서비스 인 라 제공을 한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유틸리티 컴퓨 과 

API 등을 제공하기 한 네트워크 서비스(Network 

service), 응용 로그램 제공을 한 SAAS(Soft-

ware as a service), 개발환경, 랫폼 제공을 한 

PAAS(Platform as a service), 모니터링과 리목

을 달성하기 한의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 SAAS와 MSP의 혼합형태인 커머셜 서

비스 랫폼(Commercial service platform), 인터넷 

통합 기능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Shuai Zhang, 

2010). 업무문서 앙화 에서 핵심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하나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제로 

클라이언트화 하는 기술은 클라우드 용 스타일 

에서 IAAS로 분류 될 수 있다(Kim, 2010). 

클라우드 컴퓨 에서 가상화(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기술은 요한 역할을 한다. 사용자

의 컴퓨터 단말기를 가상화하는 기술은 사  디

지털 자원을 보안기능과 함께 효율 으로 리하

기 한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업무문서를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 앙화하고, 개인별 정보시스템을 

사  에서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클라우드 컴퓨 의 핵심기술로서 사용자의 데스크

톱 컴퓨터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가상화가 사용

될 수 있다(Jung et al., 2010).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의 앙화를 한 주요 기술로서 가상

화 기술은 클라우드 장 기술과 목되어 조직의 

업무 환경을 보다 효과   효율 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Yoo, 2012).

가상화를 도입하고 추진하기 해 상용 제품을 

구입하여 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필요한 업

무의 장기  계획, 구축비용, 투자 비 효과, 제

공 기술  제품의 황, 제품의 안정성 등 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x86 서버를 한 가상화 데스

크톱 랫폼(Virtual Desktop Platforms) 상용 제

품으로는 2012년 가트 (Gartner)  기가콤(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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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조사에 의하면 이엠웨어(VMware), 시트

릭스, 마이크로 소 트 제품 등이 있으며, 모빌리

티 클라우드 리 랫폼에는 에어와치, 블랙베리, 

모바일아이언 제품 등이 사용되고 있다. 가상화 솔

루션이 제공해야 할 기본 기능은 수많은 사용자의 

물리  환경과 클라우드 호스트 서버 간에 원활한 

연계  마이그 이션(Migration)을 한 스 칭, 

인터페이스 역할 등이다(Greg Boss et al., 2007). 

하드웨어 가상화는 기업이 요구하는 하드웨어 자

원을 비즈니스의 수요에 맞도록 원활하게 할당하

면서도 최 의 속도와 속이 유지되도록 하며 컴

퓨  작업의 로드(Load)를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

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컴퓨터를 가

상으로 통합화 한다면 기업은 상당한 비용 에

서 이 을 얻을 수 있다(Seo et al., 2012). 소 트웨

어  운 체제의 가상화는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

한 운 체제를 지원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응

용 로그램이 동일하거나 최소한의 클라우드 서버

에서 각각 안정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다양한 사용자 환경이 

쉽게 근 하는 소 트웨어 가상화를 설정하는 방

안에는 속한 사용자의 게스트(Guest) 운 체제

들이 가상화 계층에서 특별한 수정 없이 독립 수

행되도록 하는 에뮬 이션(Emulation), 체시스

템 가상화, 체시스템 가상화로 인한 속도 하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게스트 운 체제들의 내부 

커 을 변경시켜 수행하는 가상화(Paravir-

tualization), 네이티  가상화(Native Virtualiza-

tion), 운 체제 가상화(OS Level Virtualization)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된다(http://en.wikipedia.org/ 

iki/virtua l_machines). 이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

을 한 주요 요소 기술에는 분산 일 시스템 I/O  

가상화, 분산시스템 운용 리, 병렬처리, 로그수집 

 캐쉬기술 등이 있다(Kim, 2012).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한 업무문서 속 

의 주요 이슈는 속도와 보안이라고 할 수 있다. 모

바일 클라우드 컴퓨 의 보안 환경 기술에는 업무

문서 보호를 해 모바일 기기 체를 컨트롤하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등이 있으며, 

모바일 기기 체가 아닌 일부 리 상 어 리

이션을 설정한 뒤에, 이들을  리하는 MAM 

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여러 모바일 

운 체제를 다양하게 지원하여 한 개의 모바일 기

기에서 개인용과 업무용 응용 로그램 활용을 구

분하여 지원하는 기술, 랫폼 보안 기술, 게스트

의 로세스가 커 로 근하지 못하도록 격리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모바일 가상화 보안기술 

등이 있다(Chin, 2014).

2.2 업무문서 앙화 구축 환경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한 업무문서 앙화(Cen-

tralization) 사무환경 구축은 스마트워크 환경 제

공, 그린 IT,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

력 향상 측면에서 확산 추진되고 있다. 업무문서 

앙화 사무환경 구축 시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환하는 경우, 향을 

미치는 기술 수용모델과 발생되는 체 비용을 고

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기 에서 클라우드 컴

퓨 을 통한 스마트 환경구축 추진의 키워드는 서

비스 신속화(Service Agility), 자원 공유화(Re-

source Sha ring), 리체계 자동화(Management 

Automa tion), 기술 표 화(Technology Standari-

zation)이다.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한 스마트 오피

스를 해 권고하는 데스크톱 가상화 역 구분은 

업무자료의 가상화(VDI for Documents), 어 리

이션 가상화(VDI for Application), 운 체제 가

상화(VDI for Operating System)이다(정부종합

산센터, 2013). 

여기서 데스크톱 가상화 모델은 키보드 등 단말

기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앙화로 구성하

도록 제안하고 있다. 어 리 이션 가상화 모델도 

마찬가지로 운 체제만이 포함된 단말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앙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단말기에 

미리 설치되지 못한 새로운 어 리 이션이 필요

한 경우, 사용자의 편의성을 해 별도의 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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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G-Cloud Computing Reference for 
Smart Office Environments(Adapted 
from NCIA(2013))

Construct Description

Key-word

Service Agility,

Resource Sharing,

Management Automation

Desktop VDI

Model

VDI for Documents, 

VDI for Application,

VDI for Operating System

Infra-structure

System Software, Operating

System, Network Resource, 

Security, Storage Resource

이션 스택(Application Stacks) 장소에서 쉽게 

선택하여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환경 구성이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리지 가

상화 모델은 단말기와 무 하게 업무자료가 앙

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총비용 에서 사

용자는 디스 이등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가 

터미털이나 PC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상화하여 

서버에서 일원 으로 리하도록 한다면, 운  

리 측면에서 비용을 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

정한다.

2.3 일 네이  규칙 

클라우드 서버로 앙화하는 로세스에서, 업무

문서 체계 리를 해 일 명칭의 네이  규칙은 

사용자의 문서 활용 편리성을 해 요하다. 목

록에 포함된 일을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련된 일 명칭 

리를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일 형태에 공통 으로 용이 가능한 네

이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시안을 

제시한다면 “기  구분-소장문서 구분-문서번호-

정보화번호-권수-페이지수”의 순서로 각각에 

해 문 이니셜 는 숫자나 문자를 표시하는 방

법이다(Lee, 2002). 하나의 사례로서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 용 가능한 명명규칙으로는 상호작용을 

하는 효율  기  네이  ID를 먼  정하고, 하나

의 코드에 동시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일 

명칭을 통해 자료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 

특정 부분은 고유값을 갖도록 하되, (Null)값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Han and Lee, 

2008).  다른 연구로는 생성된 일이 클라우드 

스토리로 장될 때, 업무문서 일의 주제어 악

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악한 단어를 메타데이터

로 인식하여 자동 네이 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

다. 이를 한 과정은 업무문서 일의 형식을 먼

 변환시키고, 어근을 추출하며, 단어 벡터(Word 

Vector)를 생성한 뒤, 최종 으로 분류하고 측하

는 방법이다(Yoo, 2012).

2.4 클라우드 컴퓨 의 업무문서 보안 리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한 업무문서는 자료의 유출, 

도난 등의 험을 안고 있다. 데스크톱 컴퓨터를 

통한 클라우드 서버 속을 넘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여러 개(N개)의 단말기를 사용해 업

무문서 등 콘텐츠를 속하는 엔스크린(N-Screen) 

가속화 환경은 이 증 로 오히려 보안 을 

증 시키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환하려는 

기업이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보안과 

컴 라이언스(Compliance)로 조사되었다(IDC, 2010).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일반 인 보안  요인

은 클라우드 컴퓨 의 오․남용, 안 하지 않은 

API의 사용, 가상화 기술의 한계로 인한 자원 공

유기술 문제, 클라우드 리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자료 유실이나 유출, 악의  내부자 행동, 해킹 등

으로 인한 계정 탈취 등이 있다(Kim, 2011).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업무문서를 생성하고 

보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안 거버 스 수립, 허

가된 사용자의 인증, 데이터의 기 성 유지 등을 

통해 이 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보안 리가 필

요하다. 취약  분석 컴퓨터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장된 업무문서의 보안 취약 을 분석하

기 해 분석되어야 하는 지 은 클라우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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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버, 무선AP, 개인용 클라이언트 단말기이다

(Cho, 2013). 이 연구에 의하면 공용 무선 랜에 자

동 속하여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하는 경우, 

악의  공격자의 2차 공격에 안 하지 못한 경우

가 발생하 다. 클라우드 컴퓨  네트워크 보안 

방법으로는 보더 라우터(border router)와 방화벽

으로 구성된 NAT를 이용한 연결로 패킷을 필터

링하고, 내부에서 다시 감시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

법이 있다(Park, 2011). 인증 보안 방법으로는 PKI

를 사용하거나 VPN을 사용하는 방법, 방화벽 설

치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 PC에 장 기능을 허용

하는 경우, 내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해 

사용자의 화면 캡처를 방지하는 로그램이나 

일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5 클라우드 컴퓨 의 실효성 

조달청(2010～2013)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클

라우드 컴퓨  가상화 기술이 용된 분야는 업종 

기 으로 공공(51%), 통신  서비스(14%), 융

(12%), 교육(10%), 제조  건설(8%), 병원(5%)의 

순이다.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기업의 구성원

을 한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제공 목 은 기업

이 처한 환경마다 다르다. 클라우드 컴퓨  용 

후 하드웨어, 력  인력 련 연간 운 비용이 

클라우드 도입 과 비교하면 약 86.7%감소(10%

할인율, 3년간 감가상각 용)한다는 연구가 있다

(Lee, 2010).

서로 다른 기업들 간에도 클라우드 컴퓨 을 사

용하여 신뢰가 형성되는 경우, 력과 동화(Assim-

ilation)가 강화되어 기업의 성과  능률에도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Park and Kim, 2014) 

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  네트워크나 단일 기

업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컴퓨  도입 후 원활한 지

원  리가 동반된다면 공유  력을 통한 스

마트 오피스 구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3. 사례 연구

3.1 사례에 한 맥락  인식

사례연구 방법에 한 연구에는, 해석학 으로 

기존 사례를 이해하여 맥락과 시 에 따른 요인을 

인식하고, 잠정 으로 가설(재해석)을 설정하며, 발

생하고 있는 상에 한 복잡성을 발견하여, 연

구자가 주  는 경험 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 

있다(Cho, 2008). 

본 연구를 한 사례연구 상 기업 선정은 클

라우드 도입 수   단계와 무 하게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업무 문서 앙화 시스템을 구축

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 다. 연구자

는 2013년 4월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업무 

문서 앙화 시스템을 구축한 L사  A사 총 2개

사를 각 1회 방문하여 리자 과 면담한 결과 다

음과 같은 도입 배경, 구축 환경, 이슈,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 다. 선정 사례 기업에 한 황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정 사례 1]

•기업명：L사 

•구축연도：2012년

•기업특성：생산/서비스업, 직원 수 약 9천명

•도입목 ：업무 자료 보호  리,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클라우드 컴퓨  모델：데스크톱 리 모델,  모

바일 디바이스 리 모델, 어 리 이션 리 

모델, 콘텐츠 리 모델의 네 가지로 구분

•클라우드 컴퓨  특기사항：모델을 지원하기 

한 별도의 서비스 시스템, 속통제  개인정

보보호 등을 한 보안 랫폼이 별도로 구성, 

업무문서를 생성한 사용자 개인의 단말기에는 업

무자료 원본이  남지 않는 앙화 사무환

경을 운  

•발 방향：스마트오피스 성과 리 요소 개선, 업

무문서로 분류되는 경우 생성과 동시에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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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클라우드 서버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문서

의 유출을 원천 으로 차단하는 보안 리 강화 

 운 , 모바일 오피스 구 (Mobile Office), 

사  6시그마 경 의 구  수단으로 채택, 생산 

매 인 상품의 교차 매 리용 업 문서

리에 활용, 콜 센터 업무 문서의 운 에 활용 

[선정 사례 2]

•기업명：A사

•구축연도：2013년

•기업특성：정보기기산업, 직원 수 약 4천명

•도입목 ：과거에 문서 리 시스템(EDM)을 클

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사용하 으나 업무 자료 

유출 방지 필요성 강화 등으로 고도화 필요, 인증

(Public Authentication), 자료 보호  리 

•클라우드 컴퓨  모델：데스크톱 가상화 모델, 

어 리 이션 가상화 모델, 스토리지 가상화 모

델의 세 가지로 구분

•클라우드 컴퓨  특기사항：네트워크 보안 강

화를 해 망 분리  이 화 추진 , 백업 리 

강화 필요, 속도 하 개선 필요

•발 방향： 장  등록된 업무문서 일명만

으로 정확히 필요한 업무문서를 구분하기 어려

움이 발생되며 개선 필요, 장기 으로 하드웨

어․소 트웨어․운 체제 등 정보자산 구축비

용과 유지보수 리 비용 감 검증, 다양한 N- 

Device를 통한 효율  속 서비스 추진, 업무문

서의 업로드  다운로드 실 리를 통한 문

서 공유  업 활용성 제고

L사  A사의 사례연구는 기업 정책으로 인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 으며, 정보수집

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성   정량  사례 분석

의 어려움이 있었다. 

양 사의 주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통해 발견

한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클

라우드 컴퓨  활용 모델은 공공기 의 G-클라우

드 범주와 유사한 형태로서, 데스크톱 리 모델

(데스크톱 가상화 모델), 모바일  N 디바이스 

리 모델(모바일  N 디바이스 가상화 모델), 어

리 이션 리 모델(어 리 이션 가상화 모델), 

스토리지 리 모델(스토리지 가상화 모델), 콘텐

츠 리 모델(콘텐츠 리 모델) 등의 모델 범주를 

갖고 있었다. 한 업무문서의 통합화  앙화 

환경을 통한 스마트 오피스 구  효과는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업무문서가 생성되면서 클라우드 서

버에 장되는 경우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을 알 수 있었다. 발견된  내용을 심

으로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업무문서 앙화 서

비스 사례 연구의 상호 련성, 공통 , 상이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해 고려해야 할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업무문서의 앙화 환경을 통한 스마트 오피스 

구 은 기업 업무 경쟁력 강화, 새로운 가치창

출, 업무자료의 분실이나 유출 방지, 업  공

유 강화, 기업 내부 인트라넷 서비스 강화 등을 

해 필요하며, 사  공감  형성을 통해 추

진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  업무 응  기술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 시로서 사용자를 한 업무 매

뉴얼 제작, 사내 교육 서비스 제공, 성과 리 

연계 등이 있다. 

•문서 공유  업 활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문서의 생산 과정부터 업무 부담이 도록 방

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장된 일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업무자료 장 시 네이

 개선이 요구된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오피스를 사용하는 사내 

직원을 한 서비스 강화 에서, 직원들의 

사용 편리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시로서 용이

한 문서 생성, 용이한 문서 검색, 사용자 어 리

이션 로그램의 신속한 배포  업데이트 

등이 있다.

•사례 연구에서 발견된 클라우드 컴퓨 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한 요소기술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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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안이 필요하다. 요소기술의 시로는 가

상화, 미들웨어, 모니터링, 모바일 서버 근 제

어, 보안, 속도 향상, 운 리 기술 등이 있다. 

3.2 여자 인터뷰 분석

L사  A사의 사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기

반 업무문서 활용 환경을 맥락 으로 살펴보았으

며, 발견된 내용을 심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해 고려해야 할 도 제시하 다.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발  방향에 한 을 바탕으로, 이슈

의 실효성  활용성 확  방안을 제시하기 해 

유사한 시스템을 신규 구축 비 인 여자를 

상으로 인터뷰하 다. 기업 선정은 클라우드 컴

퓨  환경을 구축한 기업을 상으로 하 다. S사

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단계 수

에서 클라우드 컴퓨 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으

며, 향후 문서 앙화 솔루션 도입을 추진 이었

다. 인터뷰 상자는 해당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

권자로서 표이사 는 임원 , 기획  리자

, 개발자 이 포함될 것을 요청하 고 기타 필

요한 정보를 요청하 다. S사는 클라우드 컴퓨  

인 라 구축을 일부 마친 상태에서 기업 내부 으

로 T/F를 조직하여 업무문서 앙화 서비스를 직

원들에게 제공하기 한 계획을 추진 이다. 해

당 기업의 임원을 상으로 사  방문을 통해 인

터뷰 계획을 설명하고 포함되어야 할 인터뷰 상

자를 제시하는 조를 요청하 다. 그 결과 본 연

구 주제에 심을 갖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

터뷰 상자는 임직원 에서, 클라우드 컴퓨  

구축을 이해하고 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서 직 은 각각 의사 결정권자, 간 리자, 기획 

담당자, 엔지니어 등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장 

방문 인터뷰와 문서를 통한 인터뷰를 병행하 다. 

인터뷰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1) 비 인터뷰：인터뷰 목  의

(2) 인터뷰 상자 요청  추천：목 에 맞는 

상자 Pool를 기업에서 선정 후 추천

(3) 인터뷰 질의서 작성：선행 연구에서 거론된 

요인을 심으로 연구자가 변형

(4) 인터뷰 오리엔테이션：인터뷰 상자에게 배

경설명, 시스템 구축 계획 내용 청취

(5) 인터뷰 실시：질의(서면 질의 포함)

(6) 정리  분석：인터뷰 내용 정리  운  방향 

수립, 연계

인터뷰는 2013년 5월～6월  방문  서면으로 

수행하 다. 인터뷰 질의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거

론된 요소를 심으로 연구자가 변형하여 사용하

다. 인터뷰 내용은 도입 목 , 클라우드 컴퓨 과 

가상화에 한 이해와 의견, 업무문서 황, 문서 

앙화 환경의 이해와 의견, 일 네이  규칙에 

한 의견, 클라우드 컴퓨 의 업무문서 보안 

리에 한 의견, 도입 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요청 사항, 활성화를 한 제언 등이다. 인터뷰를 

통해 문제제기,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 등에 한 

발 인 답변을 구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 수립을 한 분석에서 활용하 다. 인터뷰 

상자는 리자  5명, 시스템 도입 기획 담당자 

2명, 선임  개발자 3명으로 총 10명을 추천받았으

며, 통계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tatistics of Interviewee

Construct Interviewee

Number/Gender A total of 10 Employee, M(8), F(2)

Age 40～(3), 31～40(6), 30～(1)

Position

Administrative manager(5),

Planning(2), Technical Engineer for 

Systems and Applications(3)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도입 목 , 재 

기업에서 사용 인 업무문서의 구분, 업무문서의 

일반  리 황, 업무분서의 개인과 공용 구분 

정도, 공유가 필요한 문서의 구분, 문서의 공유  

업 련 애로사항, 직원 간 업무 교류 시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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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련 애로사항 등이며, 도입을 계획하는 요한 

이유는 업무자료의 보호, 공유, 업으로 조사되었

다. 기업용 업무문서의 구분은 보고서, 계약서, 회

람  공유 문서, 작성 인 문서, 기타 참조 문서 

등이며 구성 비율은 <Figure 1>과 같다. 

Shared
8%

Contract
14%

During creation
29%

Others
18%

Report
31%

   <Figure 1> Construct of Surveyed Business 
Documents

개인 목 의 문서와 구분되는 업무문서는 부분 

자화된 일로 생성  리하고 있다(90%). 타 

직원이 작성한 업무문서는 공유가 필요하다(90%). 

개인자료와 조직이 공유하는 자료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90%). 공유가 필요한 업무문서의 종류는 최

종 생성이 완료된 보고서(Report) > 회람  공유

문서 > 계약서(Contract) > 계획서 > 양식/템 릿 

> 참고자료 순 이었다. 재 클라이언트 서버 환

경에서 업무문서 사용 련 발생되는 문제 으로는, 

개인이 생산하고 개인이 재 PC에 보  인 업

무문서는 직원 간의 공유 는 업 에서 자

료를 활용하고 있다(10%). 타 직원이 작성한 업무

문서를 참조하고자 하는 경우, 타 직원에게 근

이 어려우며 폴더 명칭  일 명칭으로는 문서

의 특성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70%). 타 직

원 부재 시 업무 행의 어려움을 느낀다(90%). 

타 직원이 작성한 자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

료를 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작성자가 업

무문서 일을 장 할 때 표 화되지 않은 자의

 문서 명명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60%). 습득한 일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 네이  시 업무 분류  속성에 한 내용이 

표시되기를 희망한다(80%). 등으로 조사되었다.

4. 운  방안 수립

4.1 운  략 

IT서비스 시스템이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요건

은 Gadrey 모델에 근거한 Krishna(2008)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등 이해 계자들의 기 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장․단기  변동에 탄력 이고 민첩하게 용

하도록 한다.

•제공자와 사용자간에 계된 비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화된 효과 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 비용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자동화된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제공자 측의 비용을 일 수 있는 규모 서비

스 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

•비용에 맞는 수 으로 사용자에게 달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가 유지되는 정도가 투명하게 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IT서비스 시스템이 제공해야 하는 요

건, 선행 연구 분석, 사례 분석, 여자 인터뷰 분

석을 종합하여,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  환경

의 업무문서 앙화 서비스 제공을 한 운  략

과 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운  방안 도출을 

한 방향은 클라우트 컴퓨 의 효율  활용 환경 

구성, 업무문서의 업지원 리체계 개선, 문서 

생성  장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 고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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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용 구축 로세스 도입, 도출된 내용과 기존 

구축 사례의 주요 항목에 한 비교 분석 등이다. 

먼 , 업무문서 앙화 서비스 제공을 한 클라

우드 시스템 운  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업무문서 앙화를 

한 사  보안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필요 시 보안 솔루션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클라우드 컴퓨 의 동향  표 을 고려해야 

한다. 인 라  성능이 요건에 맞도록 한다. 

선행 구축 사례를 참조하며, 업무가 단순화 

 표 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업무문서를 여러 사용자들이 업하여 활용

하기 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를 들

어, 개인용 업무자료인지, 업을 해 사용

될 수 있는 자료인지 사 에 구분이 되어 

장되고 리되어야 한다. 한 사용자가 

자문서작성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업용 자문서는 자동분류 로그램을 이

용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장되도록 한다. 

넷째： 일명칭에 한 네이  규칙을 용하도록 

한다. 일  폴더를 구분할 때 사용자에

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최 한 

자동화가 필요하다. 즉, 사용자가 작성한 자

료 장 시, 입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기

업에서 사 에 정의한 표 화된 업무 분류 

체계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도록 한다. 

다섯째：사무실 외부에서도 업무 연계성이 확보되

도록 한다. 디바이스의 발 과 종류를 고려

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편리하고 효율  업무 수행이 가능

한 환경을 제공한다. 

여섯째：시스템을 직  구축하여 사 으로 확  

용하기 에 미리 시험 환경을 만들고 

운 하도록 한다. 

일곱째：구축 후 사용자가 기술수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성한다.

4.2 클라우드 환경의 업무문서 앙화 방안

사례연구를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업

무문서 사용자, 력자, 개발자, 계획자 등의 의견

을 청취하고 조사하 다. 업무문서 앙화 시스템 

구축을 원활히 추진하여 활용성을 증 시키기 

해서는 가상화 기단계부터 가상화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이 요할 것이다. 무엇보

다도 시스템 구축  용의  과정에서 기업의 

목 에 시스템이 략 으로 활용되도록 의사결정

권자의 의지와, 직원이 극 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성과지표(KPI) 수립도 요

할 것이다. 

사용자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가상화 하는 일은 

기업 내부 각각의 사용자를 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되는 가상 데스크톱 버추얼 머신(Virtual Ma-

chine)을 생성하는 일과 련이 있다. 즉, 사용자

가 업무문서를 작성하거나 필요로 하는 업무문서

를 호출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과 장소를 월하여 

사용자만을 한 가상 컴퓨터를 만들고 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업무문서를 앙화하기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서버로 앙화되는 과정에서 업무문서

는 가능한 한 자동으로 부서 공용, 업 가능용, 개

인용 등으로 구분되어 장되도록 한다. 클라우드

를 이용한 데스크톱 가상화는 사용자가 자신의 컴

퓨터(Thin PC)에 설치된 가상화 속용 로그램

을 이용하여 가상화를 요청하면, 클라우드 시스템

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된다. 인증이 완료된 이

후, 가상화 서버는 사용자 개인별 가상 데스크톱을 

구동시키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을 송한다. 

시스템 리자 측면의 기능 구성은 백업이나 보안 

리 등을 포함해서, 사용자의 권한과 역할을 부

여하고 로그 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장

된 문서의 공유  업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리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 컴퓨터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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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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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ramework for Centralization of Business Documents

한의 하드디스크와 필수장치만 보유 한 기기로 구

성하는 환경으로 출발한다. 업무문서를 생성하고 

장하고 공유하는 업무에 련된 응용 소 트웨어

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일 으로 제공하고 리

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해 

앙화된 문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들이 장

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를 사용하

여 장되며, 하나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로

부터 안정 이고 합한 속도로 데이터 동기화 연

결이 가능하도록 구 되어야 한다. 

업무문서를 클라우드 서버로 앙화하는 과정은 

생성된 문서의 등록이나 활용 시 사용자에게 과도

한 차나 규칙을 요구하지 않는 제 조건을 시

작으로 사용자 환경인 하드웨어  소 트웨어를 

가상화하는 과정, 업무문서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활용이 용이하도록 문서를 구분하는 과정 등이 있

다. 기업 내부 사용자에게 클라우드로 앙화된 

자문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겠다는 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모든 사용자가 보편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 

일이 생성  장되는 과정에서 정형화  표

화된 체계를 기 로 운 되어야 한다. 

클라우드를 통한 업무 문서 활용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큰 우려  하나는 업무

문서 자료의 보호에 한 내용이다. 사례연구 상

인 L사 , A사  S사의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한 

목 에서 인지 할 수 있듯이, 기업에서 시스템을 

도입한 요한 목   하나는 업무자료의 보호 등 

유출 방지에 한 필요성이었다. 따라서 업무자료

와 업무의 연 성, 작성되는 자료의 종류, 생성되

는 자료의 분량과 빈도, 활용 정도 등에 한 추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유출 방지를 한 보안 방안 

제시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

상화 기술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  기반 업무

자료 앙화는 <Figure 2>에 나타난 임웍  

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한 조사 분석  업그 이

드 리를 바탕으로, 향후 모바일 기기 등 N 디바

이스, 사물인터넷 데이터 와 연계하는 발  방안 

수립도 필요 할 것으로 짐작한다.

사례연구  여자 인터뷰 분석에서 도출된 내

용에는 클라우드 서버로 등록된 업무자료의 검색

이 어렵고 실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었

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 

자료를 생성하는 경우에, 일 명칭, 일 폴더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임의 인 속성으로 표 하고 

리하므로 타인에 의한 검색이나 타인과의 업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 다. 업무 문서

를 클라우드 서버로 앙화하여 리하는 경우, 

장되는 문서에 한 자동 분류  자동 명명 

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은 사례 연구  

인터뷰를 통해 악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사용

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에서도 이해 될 수 있

다.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는 생성된 업무자료 

일이 정형화  표 화된 체계에 의하여 명명되

고 송되고 분류되고 리되는 차가 포함될 수 

있다.

사례  인터뷰 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사

용자의 문서 생성 편리성, 검색  분류 편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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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ramework for New File Naming 

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업무문서 일이 클라우드 서버

로 앙화 되는 과정에서 일 명명이 자동으로 이

루어지고 분류되기 해 다음과 같은 일 네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형화되고 표 화된 새로운 일 명칭은 Lee 

(2002)의 네이 에 한 연구를 참조하여 사용자

가 입력하는 부분과,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

기능단  는 퍼런스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된 메타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하

는 부분을 포함하여 일원화된 명명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시안을 제시한다면 “기업의 조직구분 코드

(자동생성)-사용자가 입력한 부분-업무기능단 (

퍼런스 모델)의 메타데이터(자동생성)-문서번호(생

성시간을 기 으로 자동 생성, 자동 버  처리)-

리번호(등  포함, 자동생성)”의 순서로 각각에 

해 문이나 국문 이니셜, 숫자, 입력된 문자를 조

합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사용자 의 자료 검

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퍼런스 모델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검색 시 요한 정

보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능 으로는 사용자가 생성된 일이 생성되었

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생성감시 기능, 생성된 일

이 자동으로 조직구분 코드  업무기능단  퍼

런스 모델을 참조하여 클라우드 서버의 디 토리로 

자동 분류되어 이동하는 기능, 사용자의 컴퓨터에

는 링크 기록만 보 하고 원본 업무자료는 보 되지 

않도록 하는 주소연결  체 기능, 사용자의 계

정, 로그를 조직도 시스템과 연계하여 역할  권

한별로 업무자료 근 허락  승인 등을 통제하

는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작성한 부분을 심으로 새롭게 네이

된 일을 세부 디 토리로 구분하여 분배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별도의 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문서가 

생성되거나,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되는지 감시하

여 생성을 확인한다. 둘째, 자료 송  비단계 

 인덱싱(Indexing) 규칙 용 단계  미리 비

된 문서분류 규칙 용 단계를 거쳐 임시 장 상

태로 보 한다. 셋째, 정상으로 확인되면 클라우드 

서버의 해당 디 토리에 자동으로 장되도록 한

다. 넷째,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동되

어 장된 일에 한 속성정보  논리  주소 

정보를 문서를 생성한 직원의 컴퓨터에 기록되도

록 한다. 다섯째, 업무문서를 생성한 원본 일이 정

상 으로 클라우드 서버로 등록되었으며, 물리  원

본 일은 반드시 생성한 직원의 컴퓨터에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여섯째, 클라우드 서버에 장

된 업무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주소

일을 오 하면 논리  주소는 신속하게 물리  주

소로 변환되도록 하여 가상화된 데스크톱에서 임

시 장 상태에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일곱

째, 일 변경 시 생성된 문서를 감시하는 로그

램이 문서 생성 변화를 감지하여 동일한 차를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리를 해 로그(Log) 되

도록 한다. 시스템 리를 해 별도로 등록되고 

수집될 필요가 있는 자료는 과정에 한 이력으로

그 정보, 개인  부서자료의 구분이나 자료의 등

 등 자료의 특성 구분 정보, 삭제  변경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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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용 권한 정보 등이 리되도록 한다. 별도

의 리 콘솔을 통해 리자가 찰할 수 있도록 

해서 시스템 운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와 같은 운  방안을 참조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 에 기업 내부 는 외부의 공간을 활

용하여 확  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테스

트 베드(Test-Bed) 운  과정이 필요하다. 테스트 

베드 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을 찾고 개선한

다면 향후 사  용을 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시되는 테스트 상의 구분

과 세부항목은 일회성이 아닌 복수의 실험 수행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확장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테스트 자원 도구 풀(Pool)을 구성하

여, 추진하는 서비스 방향 설정과 매칭되는 내부 

자원, 제품, 서비스 요소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사례분

석을 통해 제시된 이슈를 극복하기 한 테스트 

베드 구축을 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자 한다. 

테스트베드를 운 하여 검증하는 상을 가상화 

하드웨어, 가상화 소 트웨어  운 체제, 필요 

시 가상화 네트워크, 사용자가 작성하는 업무자료 

의 검색  업 환경으로 구분하여 한정하고자 

한다. 테스트베드 운 은 조직의 인 라, 문서작성

용 오피스 로그램 등 어 리 이션, 데스크톱 

 모바일을 포함한 사용자의 기기와 운 체제, 

사용자의 사용 환경, 가상화에 한 기술  검증, 

속도  성능 검증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나의 시로서 특정 부서를 상으로 국

한된 시험 용 테스트 베드를 용하는 방법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  테스트 베드 환경 구축을 

한 하드웨어  가상화 솔루션 구입 수량 산출

은 총 사용자의 업무 특성과 운 체제 개별성에 

한 황 수 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테스트베드 구축 환경에서 하드웨어 테스트 항

목의 시는 CPU, 코어(Core)수, HDD 용량, 메모

리 용량, 디바이스, 키보드  마우스 응답속도, 

린 , 가상 데스크톱에 한 멀티 속, 안 한 백

업 여부 등이다. 

어 리 이션 에서 테스트 항목의 시는 

업무자료를 앙화하는 로그램이 정확한 기능을 

구 하는지,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 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지, 실제로 앙화된 업무자료가 효율

으로 검색되고 공유  업을 한 리  기능

이 합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사용자의 요구를 반

했는지, 생성된 업무 자료가 정확히 네이  되고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 분류되어 장되는지, 분류된 

내용과 업무 간 연계성이 높은지, 수행 시간이 

합한지, 기타 편의 인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이다.

운 체제 에서 테스트 할 부분을 시하면 

기술  성능 검증, 로토콜, 속도 등 사용자의 체

감  성능, 포맷  표  등이다. 만약 모바일 

속을 고려한다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성

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3개 기업의 사례 분석에서 네트워크 보안 이슈

로서 망 분리에 한 이슈가 도출되었다. 네트워

크 보안 측면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완벽히 분리

한다면 가장 안 하겠지만, 내부망을 외부로부터 

원천 으로 차단하는 경우 원거리 장에서 자료 

활용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다. 따라서 업무 효

율을 높이기 한다면 리기술을 용하여 내부

망과 인터넷망을 제한 으로 네트워크 연결하고 

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테스트에는 사용

자용 가상화 솔루션을 배포하고 운 하는 과정과 

리과정이 포함되도록 한다.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

버에 속할 때 서버 장애, 각각의 LAN, WAN,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 속  부하 시험도 검

증하도록 한다. 검증 항목의 시는 통신방식의 

합성  효율성, 근 통제  기 성 등 보안성, 

권한설정과 사용, 데이터에 한 무결성, 개인정보

보호 수 등이다. 테스트 항목은 사용자 에

서 세부 으로 검증하여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문

제를 도출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테스트 베드에서 검증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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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 실제 문서가 작성되고 앙화 장되

는 과정에 한 성능을 검증하도록 한다. 둘째, 가

상화 사무환경을 가상화 솔루션 심으로 검증한

다. 셋째, 하드웨어, 스토리지, 백업  복구, 네트

워크의 성능을 테스트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업무문서 앙

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을 한 

방안을 제시하기 해 작성되었다. 이를 해 유사

한 시스템을 운  인 L사  A사 등 2개 사를 

선정하고 사용 황과 발 방향을 분석하 다. 

한 유사한 시스템을 신규 구축 추진 인 S사의 업

무 여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앞 사례에

서 도출하지 못한 사용자 의 심층  이해  

요구사항을 업무문서의 리 황, 문서의 업  

공유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요구사항 에서 

도출하 다. 사례조사를 통해 발견한 시사 은 첫

째,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활용 리 상 모델

의 범주가 공공 G-클라우드 범주와 유사한 형태인 

데스크톱 리 모델, 모바일  N 디바이스 리 

모델, 어 리 이션 리 모델, 스토리지 리 모델, 

콘텐츠 리 모델 등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둘째, 

업무문서 리 방식은 다양한 기기로 속이 가능

하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문서보안  업무

활용성 증  측면에서 향후 지속 으로 개선하며 

발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업무 문서 앙화 서비스 제공 방안은 

의 리 모델을 토 로 하 다. 먼  운  략

을 제시하 다. 그리고 운  방안에 한 세부 항

목을 제시하 으며 최 한 시를 포함하 다. 업

무문서 앙화를 한 과정에서, 문서를 생성하는 

직원의 최소한의 입력  확인 과정만으로도 자동

으로 일 명칭이 명명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장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문서가 분류되도록 하

는 시를 제시하 다. 한 사 으로 시스템을 

운 하기 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구축 시 고려해

야할 내용도 함께 제시하 다. 

실무 사례와 이론  연구자의 경험을 심으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 으나, 기업의 사업형

태, 기술의 변화, 기술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

효성을 높이기 한 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시스템의 용  운 과정에서, 무엇보

다도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지를 심으로 사

으로 사용 필요성에 한 공감 를 형성하고 성과

리와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목 과 련된 실무 으

로 완성된 사례를 통한 충분한 정보를 도출하지 못

하 고, 차와 운  요소를 연구자의 경험을 

심으로 제시하 고, 모바일 오피스 부분을 다루지 

못했다는  등이다. 그러나 업무문서 작성자와 

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한 시스템에 한 개

념  요소와 차를 제시했다는 에서 차별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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