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식과 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접어들
면서, 세계는 이미 각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

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진 각 국가들은 미래 유
망기술을 발굴, 선정하여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환경 보안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
을 위해 각 분야마다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산업화 하고자 하는 관심과 열
망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지
난

2005

년부터 미래 유망기술을 예측하고 발굴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2

년부터는 미래기술을 총망라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여 미래기술 탐색체제의 토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권오진, 노경란, 우지영

8,000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를 가동하여 전세계적으로 수집된

여 개의 유망기술 후보군 기반의 미래기술 지식베이스를 정밀 검증

하여 압축된

여 개의 기술 중 트렌드 부합성과 트렌드 변화와 연동된

600

급부상성, 향후 산업적 파급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친
KISTI

미래유망기술

10

』의

선

R&D

『

동향보고서입니다. 미래유망기술

2014
10

선

의 개별 기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자 집필된 것으로, 모쪼록 본
보고서가 관련 과학기술 정보를 국내에 확산시키고, 미래 유망기술의 전

․학․연․관 각계각층의 연구개발 활동에 가치 있게

략적 육성을 위한 산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집필한 저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담긴 분석 내용은 저자의 개인 의견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4

년

12

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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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용자 스스로 ‘미래기술정보’를 탐색하기도 어려
운 실정인 것이다.

1-1. 연구의 필요성

이용자 역량의 한계뿐만 아니라, 현재 각 기관에서 생성된 미래기술정보
역시, 정보의 생성 및 생성된 정보의 지속적인 유지 ž 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앞서 나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 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그러한

때, 한계가 드러난다. 미래기술을 예측하고 전망할 때에, 각 단계마다 다양한
정보와 이를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결합할 수 있는데, Popper2)는 이
를 4개의 예측 원천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였다(그림 1-1).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미 일
정한 ‘판정’을 내려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유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판정’에는 일정한 관점과 가치가 반영되므로 이러
한 정보에 담긴 다양한 ‘성분’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나서, 거기에 담긴 정보
를 활용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미래사회전망’, ‘미래기술예측’, ‘유망기술선정’
등의 활동을 경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각종 ‘미
래기술정보’, ‘미래기술 아이템’, ‘유망기술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래 성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것
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기술정보’는 정보 생산 주체의 향후
사업/투자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일종의 근거 자료로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기획활동과 관련된 주체의 목표와 가치가 반영되게 마련이다. 따라
서 관련 주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생성된 맥락과 이용자의 맥락은 서로 차
이날 수 밖에 없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각자의 판단을 위해
‘탐색(scanning, monitoring)’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림 1-1] 예측의 원천에 따른 미래기술예측 기법의 유형 분류[1]

그러나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미래기술정보를 탐색하여 앞날을 전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핵심 정보를 효

(1) 전문성(expertise)은 개별 전문가들의 숙련 지식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율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이를 평가하는 데에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하기 때문

을 활용하는 방법, (2) 상호작용(interaction)은 전문가들간, 또는 비전문가들과

이다. 이용자 개개인은 연구자, 연구그룹, 연구기관, 기업, 국가 등 각 주체들

의 민주적 참여와 교류를 활용하는 방법, (3) 창조성(creativity)은 뛰어난 식견

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탐색하여 제공한 ‘미래기술정보’ 결과를 무조건

을 지닌 개별 전문가의 통찰력, 천재성을 활용하는 방법, (4) 증거(evidence)는

1)

보고서의 서론은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에서 발간한 미래기술백서 2014｣와 이준영,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 ie매거진 19권 3호 (2012)를 보완 ž 가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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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pper, R., 2008, How are foresight methods selected foresight 10, pp. 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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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문헌, 통계, 지표 등의 분석 방법들을 가리킨다. 이상적으로는 이
러한 방법들이 자료수집/분석→종합/모델링→우선순위/선정→세부전략기획 등
의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결합(Koivisto3), 2009)되어야 하나, 실제 현실에서는
특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단계가 생략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KISTI는 20년 가까이 전세계 과학기술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글로벌
동향 브리핑, GTB)를 수집 · 생성해오고 있다. GTB정보는 전세계에 분산된
100여명의 전문리포터 체제를 가동하여 생성되며, 이들은 주요 과학기술동향
정보의 게이트키핑(gate=keepig) 역할을 통해 전세계 주요 정보를 신속히 선
별하고, 이를 우리말로 가공하여 한해 7~8천여 건 (누적 20만여 건) 이상의

한국의 미래기술예측 및 전망 활동을 위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광범위한

정보를 구축한다. 현재 GTB는 한해 신규 정보에 대한 조회건수가 매년 200만

사전 탐색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회를 상회할 정도로 인기 콘텐트이지만, 정보가 지나치게 ‘시드형(seed)’에 가

국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이 주로 단기적인 결과물 산출을 위해 구성된

까운 ‘날 것(raw data)’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미래 예측/전망이 철저한 자료조사/분석 결과보다는 참여한 전문가의 ‘전
문성’, ‘통찰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활용되는 자료나 정보 또한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보력에만 국한되어 지나치게 주관적인 견해에 좌우된
다. 이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미래기술예측에 광범위한 사전탐색(horizon
scanning)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정 전문가의 시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는 2007년도부터 내부에
NEST(New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체제를 시범 구축하고, GTB를
포함한 각종 seed형 동향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시그널을 탐색하
고, 여기서 발굴된 정보를 매년 KISTI유망기술 선정 작업에 반영해왔다. 그러
나 NEST는 내부 분석체제에 머무르고, GTB는 계속해서 ‘날 것’ 그대로 이용
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각에만 편중된 미래기술탐색 활동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관련 정보와 괴리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을 동원하여 도출한 아이템의 활
용성도 시간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전문가 편향성, 정보 갱신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KISTI의 미래기술탐색활동은 (1)문헌계량분석 기반의 유망기술 영역 탐지, (2)
미래기술 지식베이스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
번 2014년에 발표한 미래유망기술은 지난 2012년도부터 구축한 「미래기술
지식베이스」기반의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도출되
었다.

1-2.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

3) Kolvisto, R., Wessberg, N., Eerola, A., Ahlqvist, T., Kivisaari, S., Myllyoja, J., Halonen,
M., 2009, Intergrating future-oriented technology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6, pp.1163-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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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래기술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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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2년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는 GTB를 포함
하여 KISTI에서 생성되는 각종 과학기술 모니터링 정보 1만 5천 건을 국내외
유수 기관에서 이미 선정한 미래기술 아이템들과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국내외 여러 기관들에서 선정 · 발표한 미래기술아이
템은 다양하게 넘쳐난다. 이들 아이템에는 각 기관이 ‘미래기술’ 또는 ‘유망기
술’로서 평가한 고유 기준에 따른 관점과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제
반 여건과 관련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므로 미래기술 아이템들은 발표 이

하여 ‘어젠다 대응성’, ‘기술실현시기(5-10년)’, ‘국가 전략적 중요성’, ‘시장 확
대 가능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500대 기술로 선별/압축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그림 1-2). 그 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50여 개 기술을 추가하고, 기존
기술을 재검토하여 2014년 현재, 최종적으로 590대 기술에 대해 ｢미래기술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의 개요, 기술성, 시장성, 계량분석 결과, 관련
모니터링 정보로 구성된 기술정의서를 각 아이템별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
다(그림 1-3).

후에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놓이게 되고, 당연히 선정 당시 적용

｢미래기술 지식베이스｣는 국내외 각 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미래기술을 선

한 기준과 관련 정보들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유망기술로 주목받

별하여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고, 미래기술에 대해 일목요연하

는 아이템들의 변동 상황에 대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에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해당 미래기술 아이템에 대한 환경변화

있는 것이다.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는 지난 2012년, 최근 5년간 미국의 MIT
와 테크캐스트(TechCast),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연구소(NISTEP), 영국의 시그
마 스캔(Sigma Scan) 등을 위시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미래기술 아
이템 약 7,300여 건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유사 아이템들을 압축

[그림 1-3]

｢미래기술 지식베이스｣ 기술정의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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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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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기술 도출의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인 트렌드 부합성을 파악하기

1-3. 2014 KISTI 미래기술 유망기술 10선
2014년도 미래유망기술 10선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해온 미
래기술 지식베이스 기반의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를 본격 가동하여 도출하
였다. 먼저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주목하는 미래기술의 망라적 정보(｢미래기
술 디렉토리｣)를 활용하고, KISTI 자체 논문‧특허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유
망영역 정보(｢매크로 모니터링｣),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기술 분석 결과(｢글
로벌동향브리핑｣, ｢이슈기술프리즘｣)를 종합하여 약 8,000여 개의 유망기술
후보군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후보 기술군은 해당 기술의 추세 파악을 위한 ｢
미래기술 스코어보드｣ 및 미래기술 지식베이스의 종합분석 정보를 결합한 정
밀 검증 과정을 거쳐 600여 개 기술로 압축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부합

위하여 국가적 미래상과 사회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술적 변화상(기술 메
가트렌드)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적 미래상으로 미래기술 지식베이스
에서도 활용된 국가중점과학기술 5대 목표인 ‘건강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창의적 융합사회’,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자연과 사회’를 설정하였다. 사
회적 메가트렌드 측면에서는 미래사회니즈(needs)로서 도시화, 세계화, 연결
성 및 융합화, 디지털화 가속, 지능화, 개인화, 지속가능성을 설정하고, KISTI
가 지난 9년간 선정 ž 발표한 미래유망기술을 매핑하였다. 그 결과, 기술 메가
트렌드로 ‘생체모방연계기술’, ‘인간복지기술’, ‘체험중심 기술부상’, ‘클라우드
환경 제공’, ‘ICT기반 융복합기술’, ‘안전 및 보안 기술’, ‘고효율 및 친환경 기
술 지속 성장’, ‘투명화 및 경량화’ 등을 도출하였다.

성(국가적 미래상, 사회 메가트렌드, 기술 메가트렌드를 결합)과 트렌드 변화

2014년 선정한 미래유망기술 10선은 이러한 기술 메가트렌드를 토대로 후

와 연동된 급부상성, 향후 사회 ž 경제적 파급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

보 기술군 중에서 사회ž경제적 파급성, 트렌드 변화와 연동된 급부상성 등을

쳤다.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종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1-6] 국가적 미래상과 사회 메가트렌드에 일부 투영된 기존 KISTI 선정
[그림 1-5] 2014 미래유망기술 10선 도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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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기술 (2007-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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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유전학 기술
(Optogenetics)

빛을 이용하여 유전적으로 조작된 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흥분 혹은 억제시키는 방법을 이
용한 기술

4

리튬-황 전지
(Lithium-Sulfur
Battery)

양극(cathode)에 황 나노물질을 이용하여 음극
(anode)에서 리튬과 결합해 Li2S를 형성하며
고용량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전지 기술

5

생체모방로봇
(Biomimetic robot)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나 곤충, 물고기 등의 기
본구조, 원리 및 매커니즘을 모방하여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신기술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산업, 군사, 환경 등 전 분야에서 활용됨

6

자가면역질환
치료기술
(Autoimmune
Therapeutics)

인체의 면역체계(면역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자신의 세포나 조직을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
하는 자가항체를 만들고, 그로 인해 염증이 일
어나는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 류
마티스성 관절염, 전신홍반성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다발성 경화증, 건선, 천식, 궤양성 대
장염, 아프타구내염, 난치성 갑상선질환, 1형
당뇨병, 원형탈모 등 100여 가지 질병)을 치료
하는 기술

7

지능형 교통시스템
V2X 기술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
과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며 교통상황 등 각
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는 기술

8

학습 분석기술은 학생으로부터 발생하는 산발
학습 분석 기술
적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Learning analytics)
통해 효과적인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그림 1-7] 기술 메가트렌드와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
[표 1-1]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
번호

1

2

미래유망기술

기술 정의

4D 프린팅
(4D printing)

다중적 3D프린팅을 통해 복합물질을 형성하고
자가 변환(self transformation)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삽입하는 기술로, 인간의 개입 없이 가
열, 진동 및 중력부터 공기역학까지 각기 다른
에너지 원천에 의해 자극을 받아 자가 조립이
가능한 기술

클라우드 환경
보안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
으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누출·훼손(개인
적 차원), 서비스 접속 지연·중단(조직적 차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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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인수송기술
(Unmanned
Vehicles)

자동차, 비행기, 배 등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
격으로 조종하여 운행하는 무인자동차, 무인항
공기, 무인선박 기술로 농수산업, 물류 배송
등 실생활에 적용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기술

10

메타물질 응용
기술
(Meta-material)

음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물체를 타
고 휘돌아나가 마치 물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전자파, 통신, 운송, 위성, 국
방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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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가 미래상별로 2개 기술이 선정되었는데, 건강한 사회에서는 ‘자가면
역질환 치료기술’과 ‘광유전학 기술’, 스마트한 사회에서는 ‘생체모방로봇’과
‘학습분석기술’, 창의적 융합사회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보안기술’과 ‘4D 프린
팅’, 안전한 사회에서는 ‘무인수송기술’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V2X 기술’, 지속
가능한 자연과 사회에서는 ‘리튬황전지’와 ‘메타물질 응용 기술’이다. 각 기술

2.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 대규모의 리눅스 서버를 이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구글은 2004년부터 자신들의 내부 시스템을 공개했다.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 병렬처리 플랫폼 등을 논문의 형태로 공개했는데, 공개
된 기술은 분산 컴퓨팅 기술이었다.

별 간략한 기술 정의를 [표 1-1]에 나타내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보안 기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구글을 중심으로 한 분산 기술의 발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의 소유에서 대여의 개념으
로 인식을 전환시키며, IT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 기업은 보유하거나 처리해야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빅데이터로 변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문 IT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IT에 대한 막대한 투자 대신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빅데이타의 대두와 맞물려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보안으로 꼽히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시장의 형성단계
에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이렇다할만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시
장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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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클라우드 컴퓨팅 소개

○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
이 속성은 기업 내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경우 제한되는 속

2-1-1.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장비에서 필요한 시점에 서
버, 저장공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의 IT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IT 자원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컴퓨팅 모델이다. 이때 IT 자원은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
에 존재할 수 있으며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된다.
◯ 개인용 컴퓨터나 또는 서버에 저장해 두었던 자료나 프로그램을 서비스
제공자의 대형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용자는 원할 때 언제나 컴퓨터나 모
바일 등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해 웹을 통해 대형 컴퓨터로 접속하여 원하

성이다.
다. 온디멘드 셀프 서비스 (On-demand self service)
◯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라. 자원 풀
◯ 자원은 풀로 관리되며 사용자의 요청이 발생 시 추상화되어 사용자에게
할당된다. 사용이 끝난 후에는 할당된 자원은 다시 풀로 반환된다.
마. 측정 가능한 서비스

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IT 자원을 구매하거나 최소한의 컴퓨팅 환
경으로 원하는 용량의 IT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사용자 자원의 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므로
모든 서비스 사용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 국내 클라우드 관련 법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 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
통신자원을 이용자 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
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를 말한다.” (법 제2조제1
호)

2-2.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류
◯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류는 주로 서비스 전달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데 어
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1-2.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

2-2-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가. 기민한 탄력성

가. SaaS (Software as a Service)

○ 필요에 따라 자원의 확장 또는 축소 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다. 즉 사

◯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네트워크로 접속

용자가 자원을 원하는 만큼 확장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어야

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클라이언트 쪽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

한다. 이러한 자원의 탄력적 운영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특

요가 없다. 개인용 웹 스토리지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는

성을 가진다.

NDriver, 유클라우드 등이 있다.
나. PaaS (Platform as a Service)

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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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실행 환경
즉 플랫폼은 운영체계, 프로그래밍 언어 실행 환경,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등을 포함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시키는
데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별적
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Azure나 구글 앱 엔진
이 이에 해당한다.

◯ 서버, 저장공간 등의 IT자원을 제공한다. 보통 가상의 자원을 제공하며, 사
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자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마존의 AWS의 EC3, S3가 이에 해당한다.

앱스(Gmail,

주요 기능

IaaS

로 정립한 방식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내부의 자원은 각 사
용자별로 관리되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정량제가 많이 쓰인

나.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이용자에
게만 폐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IT 자원과 데이터 등이 기업 내부

등)

CRM, 메일, 웹 하드

Microsoft Azure
아마존 S3, EC2

근 아마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논리적으로 분리된 영역을 제공하는 하
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상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

구글앱앤진

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 하이브리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이 결합된 서비스이다. 최

Docs

세일즈포스 닷컴
PassS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표준적으

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을 우선시 하는 경우 이용된다.

대표 서비스
구글

SaaS

◯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사용자를 위하여 개방적

다.

다. IaaS (Infrastructure 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 분류

가.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경, 개발 도구 및 환경
제공
서버, 스토리지, 데이

터베이스
<표 2-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류에 따른 주요 기능 및 대표 서비스

클라우드(VPC: virtual private cloud)라 불린다.

2-3. 가상화
◯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기술은 크게 가상화와 분산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예

2-3-1. 가상화 개념
2-2-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배치 모델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또 다른 분류는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어디에
배치하고 누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프
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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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자원들을 논리적 자원으로 구현하는 기술
이다. 즉 논리적 자원 (추상화된 자원)을 물리적 자원과 연결하는 논리를
세우고, 물리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논리적 자원을 사용하
게끔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물리적 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
◯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물리적 자원과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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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자들이 동일한 자원을 공유하게 한다.
◯ 가상화 기술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기술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애플
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고 있다.

◯ 가상화된 디스크를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실제로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작더라도 대용량의 스토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것처럼 실행될 수
있다.
다. 네트워크 가상화
◯ 네트워크 가상화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는 기
술을 말한다.
◯ 가상 네트워크는 물리적 네트워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하드웨어
의 독립성과 운영상의 이익을 제공한다. 빠른 장비 구성이 가능하고, 상호
간섭을 배제한 설치 및 운용,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빠른 지원 등
이 네트워크 가상화의 장점이다. 물리적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포트, 스위
치, 라우터, 방화벽, 로드밸런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등의 기능
을 제공한다.

2-3-2. 하이퍼바이저
◯ 하이퍼바이저 (hypervisor)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요소로 가상화 구현의 가
<그림 2-1> 가상화 개념도

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이퍼바이저는 가상머신과 물리적 하드웨어
사이에 위치하여 가상화 계층을 형성하여 가상머신이 작동하게 하는 역할
을 한다.

가. 서버 가상화
◯ 물리적 하드웨어의 cpu 및 메모리 등의 자원을 게스트 가상머신에 논리적
◯ 여러 운영체제 (OS)가 하나의 서버에서 가상머신 형태로 동작하게 하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서버는 가동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
를 이용하게 되면 서버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나. 스토리지 가상화

으로 분할 할당하여 가상머신의 운영체계(OS)가 구동될 수 있도록 논리적
으로 독립된 가상머신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의 스케줄링을 담당하
며, 해당 운영체계를 관리한다.
◯ 대표적인 하이퍼바이저는 Xen, WMware EsXi, MS hyper-V가 있다.

◯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은 여러 개의 물리적 스토리지에 남아있는 디스크를

◯ 하이퍼바이저 내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모아서 만든 디스크 풀에서 가상화된 디스크를 만들 수 있게 한다. 필요
로 하는 스토리지 공간 대신 초기에 필요한 최소 공간만을 가상으로 할당
하여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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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스위치는 물리적 NIC를 다수의 가상머신이 공유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가상머신에 가상 NIC가 부여되고 가상 스위치를 통해 물리적 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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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되는데, 이때 가상 스위치는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로 통신하게
된다 [1].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또는 자원의 이용률이 낮을 때에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다른 물리적 자원으로 옮기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vMotion이라고 한다 [1].

<그림 2-3> 가상화 기술 분류

2-4. 분산 컴퓨팅 기술

2-4-1. EJB (Enterprise Java Bean)
◯ 1990년대 후반 이후 웹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다수의 사용자 요청을 안정
출처: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기술동향과 산업전망, KEIT, 2014 [1]

<그림 2-2> 가상화 운영체계

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분산 기술
도 발전하게 되었다.
◯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대표적인 분산 기술은 자바에서 개발된 EJB라는 표

2-3-3. 가상화 기술 분류

준 분산 아키텍처이다.

◯ 단순한 방식: 하이퍼바이저가 호스트 하드웨어에서 직접 실행되는 방식
◯ 호스트 방식: 하이퍼바이저가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방식

◯ 분산 컴퓨팅 개념이 나오기 이전의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아키텍처를 살펴
보면 화면에 대한 처리와 로직에 대한 처리가 모두 서버 단에서 수행되었
다. 과거의 방식은 대규모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웹 서버 등을 여러
대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 EJB에서는 화면에 대한 처리와 로직에 대한 처리를 분리한다.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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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및 화면에 대한 처리는 웹서버가 담당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애플리

화, 락 제어, 클러스터 멤버십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

케이션 서버( EJB 컨테이너)에서 처리한다.

한 기술적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분산 스토리지
◯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고가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용과 성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분
산 파일 시스템이나 분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2-4-3.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러한 분산 컴퓨팅 기술을 발전된 기술로 시스템의
내부/외부 연동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확장가
능하다.
가. 웹 애플리케이션
◯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서버를 통해 기능을 수행한다. 비즈니스 로직은 모
듈로 분리되어 있다.
<그림 2-3> EJB 분산 환경
◯ 여러 웹서버가 존재하는 경우 각 모듈은 다른 서버에 위치하게 되고, 모
듈간 호출은 프로토콜(프로토콜(HTTP, 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원격, 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원격 호출로 처리하게 된다.

2-4-2. 분산 기술

나. 서비스 풀 구성
◯ 최근 등장한 분산 기술은 다음과 같다.
대용량 서비스 처리를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별로 여러 대의 서버를 구성하게
가. 애플리케이션 서버 구축

되는데, 이때 가상화를 이용하여 서비스 풀을 구성하게 된다.

◯ 분산된 환경 구축을 위핸 시스템의 각 기능 군을 배포하려면 EJB 컨테이
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다. 최근 분산 기술은 애플리케이

서비스 풀의 부하 관리를 하는 것이 로드밸런서이다. 부하 상황에 따라 서버
를 쉽게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줄일 수도 있다.

션 서버를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운영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
다. 데이터 분산 저장

장한다.

◯ 대용량 데이터 처리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의 부하 집중을 해결하기

나. 분산 환경 제어 기술

위해 분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
◯ 자원을 분산하여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분산된 자원에 대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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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캐시(고속 기억장치)
◯ 데이터 읽기 기능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캐시 계층을 추가하게 되면,
웹서버가 데이터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기 전에 캐시 계층을 먼저 확인
하게 되므로, 데이터 서비스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마. 분산 코디네이터
◯ 분산된 환경에서 서버를 배치할 경우 발생하는 네임서비스, 부하 분산 등
의 기능을 담당한다.
◯ 분산 환경에서 공유된 동일 자원에 여러 서버가 접근할 때 한 번에 하나
의 서버만 접근하도록 하는 분산 락 기능이 필요하다.
◯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서버의 경우 문제 상황에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중화시키는 구성이 필요하다.
◯ 서버에서 수행되는 많은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 정보 값을 관리하는 역할
을 한다.
출처: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기술, 에이콘, 2011 [2]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스터(서버군)에서 현재 실행 중인 서버 목록

<그림 2-4>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을 관리하고, 새로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서버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관리
역할도 수행한다.

2-5. 클라우드 서비스
2-5-1. AWS (Amazon Web Service)
◯ 아마존은 현재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 정상을 유지하고 있
는 기업이다.
◯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은 특정 공휴일에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
는데, 이에 대비해 서버나 네트워크 자원을 구축해 두었다. 접속량 피크시
간에 맞춰 구비된 IT 자원이 평소에는 사용량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여유자원을 외부에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AW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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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는 통합된 형태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AWS의
성공으로 IT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마존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한다.
◯ 기존의 컴퓨팅 환경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하드웨어

가. 컴퓨팅 서비스( EC2: Elastic Cloud Computing)
◯ 가상의 서버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서버가 필요한 사용자가 웹 화면
또는 명령어를 이용해 곧바로 서버를 시작할 수 있다.
◯ EC는 다음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가진다.

를 통한하는 시스템 구성은 탄력성과 기민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정 서비
스의 이용량이 급증하면 이를 제공하는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정상적인

- 오토스케일링;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가상 서버를 생성하고 제거하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는 역할을 한다.

여유가 있는 다른 서버에 해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

- Elastic 로드밸런싱

치하여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길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 클라우드 워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이다.
◯ AWS에서는 서버 같은 하드웨어 자원도 가성 머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된
다. 따라서 서비스가 수요가 집중될 시에 여유 있는 서버에 해당 서비스

- Elastic 블록 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마운트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소

를 제공하는 가상 머신을 실행하여 시스템 장애에 대응한다.

2-5-2.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 업체: 구글
◯ 구글은 밀리초 안에 수십억 개의 검색결과를 반환하고, 월 60억 시간 분
량의 YouTube 동영상을 제공하며, 4억 2천 5백만 명의 Gmail 사용자에게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팅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
션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 구글의 내부 컴퓨팅 인프라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구글 앱엔진 (App Engine)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구글은 이미 포화상태였던 검색 시장에 진출해 당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
출처: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기술, 에이콘, 2011, [2]

던 야후를 제치고 1위의 기업이 되었다. 검색 기술은 대용량의 IT 자원을

<그림 2-5> AWS의 구성도

필요로 한다. 구글은 대학의 연구소 자원을 이용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
작되었다. 값싼 리눅스 서버를 이용하는 등 열악한 하드웨어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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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은 구글 시스템에 사용되는 솔루션을 나타낸다.

Map 기능과 병렬 처리된 결과를 합치는 Reduce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빅데이블
◯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자체 데이터 모델을 이용한다.
라. 처비(Chuby)
◯ 분산된 서버들의 자원 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일/데이터로의 동시 접
근에 대한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2-6.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출처: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기술, 에이콘, 2011 [2]

<그림 2-6 > 구글의 시스템 구성도

클라우드 컴퓨팅 요소

대표적인 솔루션

서버 가상화

Xen, KVM, VMware

애플리케이션 서버

thirft, AVRO

데이터베이스

MongoDB, Cassandra

로그관리

chukwa

분산코디네이터

가. 구글 파일 시스템

주키퍼
<표 2-2 >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 구글의 파일 시스템은 불안정한 서버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 서버 가상화 솔루션의 대표적인 예는 VMware이다. 최근 유료로 바뀌었다.

해 개발되었다.
◯ 구글의 파일 시스템은 마스터와 청크서버로 구성된다. 파일은 여러 개의

○ Xen은 캠프리지 대학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젠 커뮤니티가 오프소스로 개
발/운영하고 있다.

청크로 나뉘어져 여러 개의 청크서버에 저장이 되고, 파일 청크와 청크
서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나. 구글 맵리듀스(MapReduce)
◯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 대용량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서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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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4,000여명의 CSO를 포함,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 관계자들은
CSA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CSA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위협 요소를 정의하고, 위협 요소 변
화를 반영하여 발표하고 있다 [6].
① 데이터 유출
② 데이터 손실
③ 계정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 하이재킹
④ 불안정한 인터페이스 및 API
⑤ 서비스 거부
출처 : Visualization, http://www.xenproject.org/users/virtualization.html [4]

<그림 2-7> 구글의 시스템 구성도

⑥ 악의적인 내부자
⑦ 클라우드 서비스 오용
⑧ 관리부재

3.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위협

⑨ 취약점 상속

○ 시만텍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들은 클라우드 도입 시 장
애요인 1순위로 악성코드, 기밀 데이터 해킹 및 유출 등 보안 문제를 가

나. ENSA의 정의
○ ENSA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이다. ENSA는 클

장 우려하고 있다 [5].

라우드, 모바일,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통합하고, 구글 VMware, 세
일즈포스 닷컴, Jive, IBM, 마이크로 소프트 등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합

3-1. 보안위협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1-1.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보안 위협에 대한 해외기관의 정의

○ 클라우드 고객관점 위협 레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NSA의 클라
우드 서비스의 위협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의 많은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

가. CSA의 정의
○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클라우드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전 세계
적인 대표 협회이다. 전 세계 64개의 지부와 200여개의 기업 회원과 전

다.
① 관리부재

세계 120개국의 44,000명 일반 회원 활동하고 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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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자원을 이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집중화 문제로 물리적 자원에 장

② 고립의 어려움

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에 해당 자원을 공유하는 모든 사용자
③ 서비스 제공자 의존

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④ 규제위협

○ 2011년에 아마존 정전과 백업 서버의 오작동으로 11시간동안 190개의 서
비스가 동시에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⑤ 데이터보호
⑥ 관리 인터페이스 보완

○ 대량의 정보 및 자원이 집중되어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⑦ 안전하지 않은 데이타 삭제

3-2-3. 기존 보안 솔루션 적용의 어려움

⑧ 악의적인 내부자

○ 클라우드 시스템은 대용량 데이터가 다수의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관리되
므로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 접근 제어 등에 대한 보안 솔루션 적용
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기존의 시스템에 특화된 사용 보안 솔루션을

3-2. 보안위협 요소 정의

적용하기 어렵다.

3-2-1. 가상화 취약점 상속

3-2-4. 내부자 정보 유출

○ 동시에 복수의 가상머신을 구동하는 하이퍼바이저의 악성코드 감여 시,

○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서비스제공자가 위탁 관리하므

동일 하이퍼바이저상의 가상머신들에 의해 악성코드 감염 확산이 가능하

로 이용자의 정보가 복사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져도 이용자가 확인이

다.

불가하다. 이를 악용해 서비스 제공회사의 내부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 1차 감염으로 호스트 OS에서 게스트 OS로의 감염이 이루어지고, 2차 감
염으로 게스트 OS사이에 감염이 이루어진다. 3차 감염은 게스트 OS로 인
해 하이퍼바이저 감염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바이저 감염으로
모든 가상 머신의 감염이 발생하게 된다.
○ 가상머신의 특정 응용프로그램에 해킹 툴이 존재하게 되면, 다른 가상머
신과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이 존재한다.
○ 데이터 센터 내에 다수의 고객 정보가 존재할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정보 유출 발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 정보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정보의 유출 또는 손실이 발생할 시
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2-5. 비인가자의 정보 유출

○ 사용하는 하이퍼바이저에 취약점이 존재할 시에는 모든 가상 머신이 이
취약점을 상속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시스템 권한 설정 오류가 발생하거나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경우 인
사되지 않은 타 고객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위협도 존재한다.

3-2-2. 자원 공유 및 집중화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3-2-6. 불순한 사용
○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리적 자원을 공유하게 되고, 여러 사용자가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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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악성코드 유포,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에 활용하고 있다. 분선 서비스 거부 공격은 분산되어 있는
공격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하게 함으로써, 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식의 공격이다.

3-3. 가상화 보안의 기술적 한계
○ 기존의 보안 제품들은 가상화 환경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가상화 환경에
서는 하이퍼바이저 계층이 추가되고, 여러 개의 OS가 운영되는데, 기존
보안 기술은 서버간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영역 이후는 보안 취약 지대가 된다.
○ 가상화 계층의 보안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
○ 기존 보안 기술은 vSwitch, 하이퍼바이저, vMotion 등 가상화 기술의 구조
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해 기존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 하이퍼바이저 영역의 공격이 성공할 경우, 가상머신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갖는 하이퍼바이저가 가상머신 상의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림 3-1> 가상화 환경에서 기존 보안 시스템의 한계

○ 가상화 시스템 내부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이용자그룹들의 가상머신들이
연결되어 다양한 공격 경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상스위치 상에서 정적
인 가상 네트워크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격 경로 차단이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악성코드 전파와 같은 다양한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 동적인 가상머신의 생성/삭제의 과정으로 인해 보안 관리가 복잡해진다.
모든 가상 머신에 백신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백신 동작 및 업데이트
시 자원 사용이 집중될 수 있으며, 모든 가상 머신에 동일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동일 시스템 상에 보안 상태가 서로 다른 가상머
신이 운영되면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3-4. 가상화 솔루션의 취약점
○ VMware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총 59개의 취약점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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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대표적인 가상화 오픈소스 솔루션의 2014년 발견된 취약점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 취약점

리스트는

에 젠의 가상머신이 동일한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다른
링크되어있는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http://www.cvedetails.com/vulnerability-list/vendor_id-252/Vmware.html).

취약점 No.
CVE-2014-1207
CVE-2014-1208,
CVE-2014-3793
CVE-2014-1209

CVE-2014-1210
CVE-2014-1211
CVE-2014-3790
CVE-2014-4199
CVE-2014-4200

○ Xen의 최근 발생한 중요한 취약점은 CVE-2014-7188이다. 이 취약점 때문

취약점
공격자가 네트워크 파일 카피 트래픽을 조작하여 DoS
를 야기할 수 있음

가상

머신이 저장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아마존은 이 취약점에 대한 패치
를 위해 EC2 서버의 10%를 재가동했다.

3-5. 클라우드 취약점 발생 통계
○ CSA는 2013년에 클라우드 보안사고 통계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통계는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의 39개의 뉴스 사이트를 조사하여 11,491개
의 뉴스를 수집하여 172개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기간 동안 클

게스트 OS 사용자가 DoS를 야기할 수 있음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파일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임의

라우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두 배 이상 되었다.
○ 조사결과 보안사고 발생을 일으킨 첫 번째 위협요소는 불안전한 인터페이

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거나 실행할 수 있음

스 및 API, 두 번째로는 데이터 손실 및 유출, 마지막으로는 하드웨어 결

인증서 검증 미흡으로 조작된 인증서로 중간자 공격

함이었다. 위의 세 가지 요소가 전체 사건의 64%를 차지하였다,

가능
인증서 탈취 가능
인증된 사용자가 권한 제한을 넘어 어떤 명령어도 이
용할 수 있음
내부 사용자가 임시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에symlink 공
격을 통해 임의의 파일을 생성할 수 있음
vm-support archive 퍼미션을 통해 아카이브 파일로부
터 정보 유출 가능

<표 3-1> 가상화 솔루션 VMware 취약점 예제

○ Xen의 발견된 취약점은 2014년에 36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의
취약점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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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loud Computing Vulnerability Incidents, Cloud Vulnerabilities Working Group,
2011 [8]

분류

<그림 3-2>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별 서비스 장애 발생

주요 보안
위협 요소

새로운 위
협 요소

위협
T1

클라우드 서비스 악의적 사용

T2

안전성이 결여된 인터페이스 및 API

T3

악의적인 내부자

T4

자원 공유 이슈

T5

데이터 손실 및 유출

T6

계정 및 서비스 하이재킹(hijacking)

T7

알려지지 않은 위험 프로파일

T8

하드웨어 결함

T9

자연 재해

T10

클라우드 서비스 종료

T11

클라우드 관련 악성코드

T12

적절하지 않은 인프라 디자인 및 계획

<표 3-2> CSA의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분류

3-6. 클라우드 서비스 해킹 사례
출처: Cloud Computing Vulnerability Incidents, Cloud Vulnerabilities Working Group,

3-6-1. Dropbox 해킹사고

2011 [8]

<그림 3-3> 취약점 발생 통계

○ 2012년 8월에 사용자 ID/PW로 Dropbox에 침입하여, 직원 계정에 있던
사용자 이메일 명단 유출하였다. 이 명단 상의 사용자들에게 스팸메일 발
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6-2. 아이클라우드 해킹
가. 2012년 10월 발생 해킹
○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사회공학적 방법으로 해킹한 후, 해킹한 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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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로 임시 패스워드 재설정 링크 전송하
였다. 아이클라우드의 “FindMy”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모든 디바이스(아
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에 대해 Remote Wipe을 이용하여 디바이스의 데

4.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이터를 원격 삭제하였다. 또한 애플 계정과 연동된 구글, 트위터의 패스워
드 재설정하여, 연동된 구글 계정 삭제하거나 트위터에 접속하여 임의 트

○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 보안은 기존의 보안 제품으로는 기술의 한계
가 존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보안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윗 생성하였다.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은 크게 관리적 보안과 운영적 보안으로 나눌 수 있

나. 2014년 10월 발생

다. 운영적 보안은 기술과 관련된 보안이다 [11].

○ 나의 iPhone 찾기" 서비스의 API를 이용해서 Bruteforce 공격으로 애플 계
정의 암호를 찾아냈다. 암호가 일정 횟수 이상 틀리면 해당 계정을 차단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로긴 시도를 계속 시도해
서 접속 암호를 찾아내는 방식의 해킹이 이용됐다. 현재는 이 취약점은

4-1. 관리적 보안
4-1-1. 위험 관리

패치되었다. 보고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었다 [9].
○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3-6-3. 코드스페이스 계정 도용
○

2014년 6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코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4-1-2. 법적 이슈

는 Code Spaces는 자사의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이 해킹 당했다. 이 해킹
으로 대부분의 데이터, 백업 등이 삭제되었다. 데이터 복구에 실패한 코드

○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개인정
보보호 관리, 지적 재산권, 업무 비밀 보호에 대한 관련 법 준수에 대한

스페이스는 파산하였다 [10].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국가를 벗어난 법적 이슈

3-6-4. Crimeware as a Service

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지침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해커들이 비용 부담이 적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에

4-1-3. 컴플라이언스

가담하는 예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EC2 서비스 이용하여 패스워
드 해독하는데 드는 비용이 8자리 패스워드 해독 비용 3달러~45달러이다.

○ 회사 컴플라이언스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유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용할 클라우드 서비스/컴퓨팅 기술이 회사 내규를 지지하는지를

3-6-5.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파산
○ 2013년 말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업인 Nirvanix가 파산했다. 고객사들은 한
달 안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점검해야 한다.
4-1-4. 사용자 계정/권한 관리

이전해야만 했다. 대용량 데이터를 이 클라

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에 보관해오던 기업들은 네트워크 제약으로 인해
데이터 다운로드 및 삭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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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계정 및 권한 관리가 필요
하다.

- 44 -

4-1-5. 데이터 이동성

4-2-3.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이용 서비스 변경이 불가피할 시 대용량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안전

○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게 원하는 시간 내에 옮길 수 있는지 사전 파악해야 한다.
○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백업해야 한다.
○ 가상화로 구현된 인프라 관련 데이터는 백업이 불가능한데, 가상 이미지

4-2. 운영적 보안

저장의 방법으로 대체 백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2-1. 네트워크 보안

○ 정부기관의 규제, 법률을 반영한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데이터처리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
안이 강화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한다.

4-2-4.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어

4-2-2. 시스템 및 가상화 보안

○ 원격접속에 대한 제한 및 관리가 필요하다.

○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계정을 권한별로 분할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비인

① 가상화 OS에 백신을 탑재하고, 백신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악성코드 확
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자원을 분할하여 호스트와 가상 영역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③ 가상머신별 자원 사용량을 제한하여 특정 머신의 자원이 남용되거나 과부
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한다.

가 고객이나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4-2-5. 서비스 유형별 정보보호 요소
○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수록 사용자는 보안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지고, 서
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비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보안

④ 호스트 OS,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에 대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한 이력을 관리한다.
⑤ 가상화 실행 이력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⑥ 가상화 OS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에 대한 로그 정
보를 관리한다.
○ 가상화 시스템으로 악성코드 감염이 확산되거나 물리자원의 동적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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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loud Computing 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A Survey, Amandeep Verma
and Sakshi Kaushal, 2011 [13]

<그림 3-5> 서비스별 정보보호 요소 요구사항
출처: Securing the Cloud for the Enterprise A Joint White Paper from Symantec and
VMware, Symantec [12]

<그림 3-4> 서비스 전달 모델 별 보안의 특성

○ 권한관리: 공공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서비스 배치 모델에 상관없이 권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서비스 관리자에 따라 권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 아래 그림은 정보보호 요소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및 서비스 배
치 모델을 통합한 그림이다. X표는 의무사항이고, *는 선택사항이다.

○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어: 이는 공공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두
에서 중요한 보안 요구 사항이다.
○ 데이터 무결성 (Integrity): 데이터 값이 정확한 상태를 나타낸다. 클라우드
데이터의 ACID (atomicity,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 특성을 유지
해야 한다.
○ 데이터 기밀성 (Confidentiality) : 정보를 오직 인가된 사람들에게만 공개

하는 것을 목표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비인가자가

정보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
경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공유하기 하고, 고객의 정보와 데이터가

- 47 -

- 48 -

하나의 자원에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 VMI는 VM 외부에서 VM내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백신 또는 침입탐지 시
스템처럼 작동 가능하다. 즉, 각 가상머신이 소유한 스토리지 내의 파일에
직접 접근하여 감염된 파일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상 스위치를 통해 각

○ 가용성: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서비

가상 머신이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패킷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4].

스 가용성이 사전에 공지된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가용성=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 /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
*100

4-3. 가상화 보안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 보안은 기존의 보안 제품으로는 기술의 한계
가 존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보안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기존 보안 기술은 가상화의 구조적 특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하이퍼바이
저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 탐지가 불가하며, 물리적 자원 공유로 인해
보안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 이에 가상화 환경에 맞는 특화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해외 글로벌
보안 기업을 중심으로 가상화 백신,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상용
보안 제품이 개발 중에 있다.
○ 오픈 소스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다.

출처: vmitools, http://code.google.com/p/vmitools/ [15]

<그림 4-1> VMI 개념도

○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 분석, 데이터 보호 등의 솔루션이 출시되
었지만, 하이퍼바이저 구조 특성을 이용한 가상화 기술 개발은 초기단계
이다.

○ VMI은 가상머신,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가상 스위치(Virtual 에 위치할

4-3-1. VMI(Virtual Machine Introspection) 기반 공격 탐지 기술

수 있다.

○ VMI 기반 공격 탐지 기술은 별도의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 가상머신의
내부 상태(CPU 레지스터, 가상 메모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분석
하여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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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4-3-3. Xen의 VMI
○ Xen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vmitools를 이용해 VMI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LibVMI를 이용하여 가상머신의 읽기 및 쓰기 메모리를 관리하는 라이브러
리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가상머신의 CPU 레지스터로의 접근, 파싱, 바
이너리 데이터 프린팅의 기능을 제공하고, 물리적 메모리를 스냅샷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LibVMI는 새로운 메모리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매핑하는 기능을 가진
다.
○ VMI 애플리케이션이 가상머신의 커널심볼을 요청하고, 커널심볼이 가리키

출처: 가상화 보안 국내 제품 개발 동향 및 대응 전략, KISTI, 2013 [16]

는 가상 메모리 주소 값을 얻는다. 커널 페이지 디렉터리는 일치하는 페
<그림 4-2> 가상화 보안 유형

이지테이블에 할당되고, 데이터 페이지가 LibVMI로 전달된다. LibVMI는
VMI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넘겨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상머신의 메모

○ VMI은 가상머신,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가상 스위치(Virtual 에 위치할

리에 접근하게 된다.

수 있다.

4-3-2. VMware 하이퍼바이저 보안
○ VMware사의 하이퍼바이저인 ESXi은 여러 가상머신을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게 여러 계층의 보안 아키텍처를 도입하였다.
○ 가상화 계층에서 가상머신을 분리하고, 메모리 분리, 장치 분리, 자원 관리
및 네트워크 망 분리를 통해 가상머신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 가상화 요소간의 통신은 SSL을 이용해 통신하도록 했으며, 락 제어를 통
해 호스트를 보호하고, 기능별로 세분화된 권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 안전하게

디지털

서명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고

인텔의

Trusted

출처: LivVMI, http://code.google.com/p/vmitools/wiki/LibVMIIntroduction [17]

Platform Module (TPM)을 이용하여 암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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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LibVMI의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가상머신 메모리 접근 동작 개요

서비스 제공자와 가상머신 간에 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다.

4-3-4. VMI의 한계
○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VMI 기술의 한계점은 하이퍼바이저가 안전한 상태
에 있을 경우에만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한 가상화
계층이 공격을 받아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VMI 기반 보안은
그 효용성을 잃게 된다.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한 가상화 계층에 대한
보안 기술이 등장하였다.

4-3-5. SecaaS (Security As a Service)

출처 : Self-service Cloud Computing, Shakeel Butt,H. Andr´es Lagar-Cavilla Abhinav
Srivastava Vinod Ganapathy, CCS2012 [18]

○ 최근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기술을 서비스 형태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
하였다. 해당 기술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처럼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그림 4-4> Self-service Cloud Computing의 개념도

필요한 만큼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 상기에 언급한 방식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보안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비스 개념이 언급되고 있다.

나. VM Snapshots Service
○ Srivastava의 연구에서는 [19] 클라우드 관리자가 감염되었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경우에 대비하여 VM 스냅샷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가. Self-service Cloud Computing
○ Butt 의 연구에서는 [18] 은 사용자가 워하는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플
랫폼에 탑재하는 셀프서비스 형식의 보안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 administrative domain의 권한을 줄이고 가상머신에 권한을 좀 더 주는
방식이다. 기존 모델에서 관리자 영역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직 영역과 클라이언트 영역으로 분류한다.
○ SDom()은 전체 서비스를 관장하는 관리자 영역이고, Udom()은 각 가상머
신별로 주어지는 관리자 영역이다. 여기서는 상호신뢰서비스 영역 (M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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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이나 OS에 대한 정보를 추상화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VMI 기반
솔루션은 OS 종류 및 배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공용 클라우드의 경우
에는 사용자가 VM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VMI 기반 보안 솔루션
을 적용하기 어렵다.
○ VMI는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데, 이를 해결하는 VMI
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VMI as a service로 대응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 Baek et al.[11] 에서는 CloudVMI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클라우드 환경에
서 물리적 머신에서 작동하는 모든 가상머신의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CloudVMI은 LibVMI를 가상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VMI 기반 툴로 제공
하게 된다.

출처 : Trusted VM Snapshots in Untrusted Cloud Infrastructures, Abhinav Srivastava,
Himanshu Raj, Jonathon Giffin, and Paul England, RAID 2012 [19]

<그림 4-4> VM Snapshots Service 개념도

다. Trusted platform-as-a service
○ Brown 의 연구에서는 [20] 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라. VMI as s Service
○ 메모리 페이지에 나타난 정보와 애플리케이션이나 OS에서 사용되는 정보
는 서로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모니터 프로그램은 가상머신내부의 애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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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rusted

Platform-as-a-Service:

A

Foundation

for

Trustworthy

Applications, Andrew Brown, Jeffrey S. Chase, CCSW 20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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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Hosted

<그림 4-5> CloudVMI 개념도

화하고,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다.
나. Multi-factor authentification

4-4. 접근제어관리 기술

○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일

○ 최근 아마존, 구글, 세일즈포스닷컴이 제공하는 SaaS에서 접근제어 관리
기술로 2채널 인증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2채널 인증방식은 사용자가 인
증정보를 입력하면 인증코드가 다른 채널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방
식이다.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2채널 인증의 경우에는 계정/암호 인증 이후에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 ARS/SMS 인증, 디바이스 인증 등이 있다.
다. SSO (Single Sign On)
○ 보안 표준인, SAML, OAuth를 이용하여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클라우드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접근제어관리 기술은 기존의 컴퓨팅 환경과는 완전
히 다르다. 기존의 접근제어관리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기반 서비
스를 각자의 독립적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서비스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XML 기반 공개 표준으로 인
가/권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

다양한 사용자, 접속 장치, 애플리케이션 등의 여러 외부 요소를 고려해야
○ OAuth(Open Authorization), 권한 부여를 위해 암호 대신에 토큰을 이용

하기 때문이다.

해 사용자의 자원을 공유하도록 함
4-4-1. 일반적인 접근 제어 기법
4-4-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접근제어 관리
○ 일반적인 접근 제어 기술은 OS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로 접
가. 계정 연계 (identity federation)

근하는 것을 제안하는 기술이다.
○ RBAC (Role-based Access Control)은 역할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권한을

○ 사용자 계정을 시스템, 네트워크, 도메인 간에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여러 계정 정보의 중복을 제거

부여하는 방식의 접근 제어

하여 계정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 DAC (Discretionary Access Control)은 사용자가 소유한 자원에 대한 접근

계정을 사용하여 여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한을 임의로 부여하는 방식의 접근 제어
○ SAML(Security assertation Markup Language)라는 XML 기반의 권한 연계
4-4-2. 일반적인 사용자 인증 기법

표준을 이용한다.

가. 공개키기반구조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 공개키는 암호화와 복호화 키로 구성되며, 이 두 키는 서로 다르기 때문
에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이 가능하다. 공개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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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 모두 잘 정의된
계정 관리 정책이 필수적이다.
나. 계정 및 속성 프로비저닝
○ 계정과 연관된 속성 즉, 사용자 이름, 암호 강도, 위치 정보, 디바이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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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암호 정보 등이 계정의 권한 부여 과정을 위해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

Message Syntax(CMS)의 형태로 가능하다. CMS는 암호 키를 가지고 있는

야 한다.

사용자를 가지고 있으면 ‘읽기’ 가능 리스트에 제약 없이 추가되는 유연성
을 가진다.

다. 권한 부여 과정 (Entitlement Process)
○ 이 과정은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보안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접근 제어 규
칙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계정 및 속성 과정을 접근 제어
규칙에 적합하진 테스트하게 된다.

나. 검색 가능 암호 시스템
○ 암호와 검색은 서로 상충되는 보안 특성을 가지는데, 검색을 가능하게 하
려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해야 한다. 검색 가능 암호 기술은 암호

○ 해당 과정을 자동화화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모델 기반 방식, 클러스터

화된 자료를 복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색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링 방식, 시각화 방식이 있다.
다. PPDM (Privacy Preserving Data Mining)

라. 권한/접속 관리
○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는 권한 계층이 PDP (Policy Decision
Point)또는 PEP (Policy Enforcement Point)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계층은

○ PPDM은 데이터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
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비밀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다.

접속 관리 계층에서 발생하는 권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접근 제어
규칙은 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 (XACML)에 의해 정

5.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정책 및 기술

의된다.
○ 아마존의 경우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보안까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하
에 보안 정책을 펴고 있다. 물리적 보안, 환경에 대한 보안, 가상화 보안까

4-5. 데이터 보호기술

지 아마존의 책임 하에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자는 게스트

○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조직의 데이터가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기술이 중요하다.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는 데이터가 복호화 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강도 높은 암호화를 하는 것은 연산량을
높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저하시킨다.

스택에 사용자의 권한과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사

○ SaaS의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의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있

기술적 대응으로는 정책 기반 또는 규칙 기반의 접근제어를 하는 것이
다.

으며, 계약상에서 보안에 대한 통제권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IassS는 인프라 계층과 추상화 계층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하에 있고,

○ 데이터에 접근제어 메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 할
수

○ 반면에 세일즈포스 닷컴의 경우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고 책임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정책 기반 접근제어
○

OS,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에 책임을 두는 정책이다.

있다.

접근제어

메타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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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보다

가벼운

Cryptographic

나머지 스텍은 사용자의 책임에 비중을 둔다.
○ PaaS는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보안에 대한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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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상에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있
다.

턴스를 지정할 수 있다.
○ AWS는 서비스 가동성 확인과 보안을 위해 자동화된 트래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서버/네트워크 사용, 포트 스캐닝, 애플리케이션 사용, 인

5-1. 퍼블릭 클라우드

가되지 않은 접속 등을 감시하고 있다.
○ 사용자와의 접점이 되는 모든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5-1-1. 아마존 보안

SSL(Secure Socket Layer,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

가. 데이터 보안

한 프로토콜)을 이용해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 아마존은 파트너사를 통해 보안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다. 접근제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 대표적인 예로는 SafeNet과의 합작으로 CloudHSM을 제공하고 있다.

○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는 AWS 사용자를 생성하고, 이들

CloudHSM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다.
○ AWS CloudHSM 서비스는 전용 HSM(Hardware Security Module) 어플라
이언스를 사용하는데, HSM은 정부 표준에 따라 설계되고 검증된 안정된
키 관리 모듈이다.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관
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데이터 센터내 암호화 키를 저장하

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프로토콜, 포트번호, 전송 IP등을 제한하는 네트워크 ACL (access control
list)을 통해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제한다.
○ 다중채널 인증 (Multi-factor authentication)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권한이 높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중채널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는 방법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저하시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된 방법이다. 암호화 키의 정보가 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 센터내에 저
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VPC에 위치하며 EC2에 대한 개별적인 네트워크 연

5-2. 프라이빗 클라우드

결을 통해 접근가능하다. 이런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지연을 감소시켜 성
○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안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

능 저하를 피할 수 있다 [21].

구에 따라 각자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나. 인프라 보안
○ 다음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보안 솔루션이다.
○ AWS는 사용자가 보안 수준을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정
책을 가지고 있다.
○ Amazon VPC와 함께 작동하여 사용자 컴퓨팅 리소스에 보안성 제공한다.
컴퓨팅 인스턴스(저장공간에 할당된 실체)는 Virtual Private Cloud(VPC)에
위치하고, 암호화된 IPsec VPN을 통해 물리적 IT 인프라를 VPC에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사용자가 인터넷에 공개할 인스턴스와 비공개할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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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제품
SELinux (Redhat),
vShield Endpoint (VMware),

가상머신 보안

슈에 중점을 두고 5대 실무 지침을 제시하였다.
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 보안 대응책

Deep Security (TrendMicro)
Move (McAfee)

클라우드 인프라

vShield Edge (VMware)

보안

○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보안 관련 이

② 컴플라이언스 확보
③ 기술 요소

가상화 환경 네 vShieldzZone (VMware)
트워크 보안
가상화 웹서비스
보안

MFE (McAfee)

④ 사업자와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안전에 대한 정보 개시 의무, 사고 발

vgW (Juniper)

생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가

DeepSecurity (TrendMicro)

이드라인)
⑤ 이용자 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인증취득, 사고대응, 감사에 관한 실무 가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접근제어

CiperCloud (Ciper cloud)

이드라인)

Data loss management (Symantec)
Intel cloud access 360( Intel)

6-2. 국내 동향
6.2.1.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국내 동향

<표 5-1> 클라우드 상용 보안 솔루션
○ 2010.5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 2012.1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발표

6.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정책 동향
○ 2012.8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 2012.12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실무 가이드라인

6-1. 해외 동향

○ 2014.1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 발표

6-1-1. 일본
6.2.2.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평가항목
가. 일본 총무성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가. 심사기준
○ 일본 총무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안 대책 조사 검토회
‘을 구성하고

2014년 초 클라우드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용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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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분야 (품질, 정보보호, 기반) 7개 항목 (가용성, 확장성, 성능(속도), 데
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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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심사 항목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39개의 필수항목은 모
두 충족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제18조 관련)을 살펴보면 외부자 계약에 대
한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나. 보안 측정항목
○ 정책수립, 조직 및 책임 설정, 백업시스템 확보 및 관리, 백업시행 및 복구
테스트, 데이터 반환 및 폐기, 정보보호 정책수립, 조직 및 책임 설정, 정
보자산 관리, 인증 및 접근제어 관리,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등)
- 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비밀유지, 정보보호 책임 등)
- 위탁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주기적인정보보호 교육 수행

하고 있다.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방지 대책

6.2.3.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외부자 내부네트워크(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접속 제한
○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시행령, 고시]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를 구축하고 인증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 클
라우드 기반 시스템 보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외부자 사무실 공간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 (장비 및 매체 반출입, 출입통
제 등)
- 외부자 직원 PC 등 단말 보안 (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가. 인증 범위에 포함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통신서비스는 인증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명시
하고 있다.

- 조직 중요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
한 부여 및 해지 절차
- 주기적 보안점검 수행

○ 또한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
성에 대한 관련 인증을 받은 클라우스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사용을 권
고한다“라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 외부자 계약에 대한 보안

- 무선네트워크 구축 및 사용 제한 (필요시 위험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후
책임자 승인)
- 재위탁 하도급 계약 시 본 계약 수준의 보안요구사항 정의
- 보안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책임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부자 계약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
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다.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
용할 경우, 또는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안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및 협정서 등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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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사고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다. 스마트워크 보안

- 통제내용: 재택근무, 원격협업 등과 같은 원격 업무 수행 시 이에 대한 관
리적 ∙ 기술적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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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 재택근무, 원격협업 등과 같은 원격업 무 수행,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주요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가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보안이 포함되어 있다.
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표준
○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기술, Trustworthy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SSO

6-3. 클라우드 보안 표준 동향

기술,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기술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
고 안정되게 제공하는 기술 표준 및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성장 속도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하는 이용자 클라이언트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이용자 인증 강화, 악성코

수 표준이 필요하다. 공적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표준화 표준화된 시스템

드 감염 확산 방지, 분실 시 보안조치 강구 등을 통한 클라우드 클라이언

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트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이 포함된다 [23].

6.3.1. ITU-T 의 포커스 그룹

○ TTAK.KO-10.0533 : 퍼스널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 (2011-12)

○ ITU-T는 2010.년 5월에 클라우드 포커스 그룹을 신설하여 2011년 12월까

○ TTAK.KO-10.0534

지 총 8회 미팅을 통해 클라우드 관련 국제 표준안을 제정을 주도했다.

:

협업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침입탐지

프레임워크

(2011-12)

가. 활동결과물

○ TTAK.KO-10.0466 : 클라우드 컴퓨팅 위협 및 요구사항 분석 (2010-12)

○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정의

○ 2011-389 :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참조모델 (2012.12)

○ 기능적 요구사항 및 참조 구조

○ 2011-388 :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의 접근제어 (2012.12)

○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 정보보호 기술위원회(TC5) – 응용보안 및 평가인증 PG (PG504)

○ 클라우드 자원 관리 GAP 분석

○ TTAE.OT-12.0015 :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
침 (2011-12)

○ 클라우드 보안 (SG17)

6-5. 법률 동향

○ 정보통신 관점에서의 이익

○ 국내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해 각 부처별로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6-4. 국내 표준화 현황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법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
○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어지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의 합작으로 국내 클라우드 컴

○ 2009년 12월 IT응용 기술위원회(TC4)의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 그룹

퓨팅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

(PG420)가 신설되어 단체표준 개발 작업이 수행하고 있다. 연구 범위에

2009년에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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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

○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도 2012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평균 투자 금액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3.33 M 달러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00K 달러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를 둘러싸고 산업계 의견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7.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전망

7-1.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
7-1-1. 시장 규모 증가
○ 가트너도 2014년 예측 보고서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모든 IT 영역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24].
○ Forrester의 2011년 발표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

출처: IDG Enterprise Cloud Computing Study 2014 [26]

<그림 7-1>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팅 시장은 2020년에 2,410억불 규모로 예상, 2010년 대비 4배 이상의 성
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

7-1-2. 기업의 투자 증가
○ IDG는 167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향후 시장을 전망했다.
○ IDG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672명을 대상으로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다.
○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라
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9%이고, 이 비율은 최근 3년 사이에 줄어들고
잇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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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G Enterprise Cloud Computing Study 2014 [26]

<그림 7-2> 기업 규모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 현황

택하는 추세이다.
○ 2013년 기준 이메일/웹 게이트웨이 보안 시장은 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클라우드 기반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5
년에는 942만달러, 2017년에는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

7-1-3.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 심화

만 이 분야는 다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비해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 2013년 12월 구글은 새로운 클라우드 플랫폼을 내놓았고, 2014년 1월 아
마존은 100개의 인기 서비스에 대해 무료사용 기간을 두기 시작했다.
○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big 컴퍼니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전쟁이 시작

보고 있다 [28].
○ 식별 및 접근 관리 (IAM) 서비스는 2015년 8억 6,000만 달러, 2017년에는
12억 4,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며 총 28.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8].

되었다.
○ 2014년 이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아마존은 그
자리를 내주고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다기능 식별관리 (IDaaS: Multifunction Identity as a Service)의 성장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퓨전스피어 5.0을 통해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컴
퓨팅 운영체제에 가세했다.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엔터프라이즈 영역까지

7-2-2. 가상화 보안

클라우드 구축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오픈 스택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전

○ KISTI의 가상화 보안 국내 제품 개발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략이다 [27].

가상화 보안 시장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0년 3억 3,750만 달러에서 매년
46.9%씩

7-2.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추이

○ 성장하여 2014년 15억 7,3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역시 2012년 54억 원에서 2017년 409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

7-2-1. 클라우드 보안 시장

다.

○ 가트너의 시장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시장은
2015년 37억 달러, 2017년 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8]
○ 이메일, 게이트웨이 보안, 계정 관리 및 접근 관리 (IAM), 원격 취약점 감
지,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를 포함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이러한 성장세는 중소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들은 식별 및
접근관리 보안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적절한 대안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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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관련 연구 및 산업 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출처: 가상화 보안 국내 제품 개발 동향 및 대응 전략, KISTI [16]

<그림 7-3> 가상화 보안 시장 전망

8. 결론 및 시사점
○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수 고객의 임차 환경, 가상화, 데이터 및 서비스의
집중화, 데이터의 제 3자 위탁 등의 특성상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은 향후 그 수요가 지속될 분야이다.
○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20년에 2,41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세와 더불어 사용자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여전
히 보안이다.
○ 가트너의 시장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시장은
2017년 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 보안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는 이렇다할만한 기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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