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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PC의 할용 범 가 넓어지고 문화됨에 따라 PC에 많은 양의 자료가 장되어 PC 자료
에 한 백업의 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기존 PC 백업에서의 수작업으로 인한 불편함과 백업 장
치를 추가로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P2P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하 다. 
P2P 기술의 유연성, 안 성 그리고 비용성의 장 을 이용하여 P2P 백업 시스템을 구 하 다. 백업 
데이터의 소유자를 식별하고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하여 식별키와 암호화키를 활용하여 P2P 백업
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 다.

1. 서  론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의 자료를 제때에 백업하지 

않아서 몇 달 동안 작업한 결과나 요 정보를 손실

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데이터 손실의 유형으로는 하드웨어 오류, 조

작실수, 소 트웨어 오작동, 도난, 바이러스, 재해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1]. 특히 최근 들어 PC의 할용 

범 가 넓어지고 문화됨에 따라 PC에 많은 양의 

자료가 장되고 있기 때문에 PC 자료에 한 백업

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 으로 서버  시스템에는 시스템 리자와 

백업 용 장치가 있어 하드웨어 , 소 트웨어  

장애 는 의도 인 해킹 등으로부터 시스템 데이터

를 비교  안 하게 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PC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가 리자이고 별도의 

백업 용 장치가 없는 문제 이 있다

   재 PC백업의 방법에는 자기 테이 ,  디스

크, 자기 디스크 등과 같은 추가 인 백업 장 장

치를 이용한 로컬 백업과 일 서버를 이용한 네트

워크 백업 등이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기존 PC 백업의 수작업으로 인한  

불편함과 백업 장치를 추가로 구매함으로써 발생하

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재 인터넷 패러

다임을 근본 으로 바꾸고 있는 P2P 네트워크 기술

에 해 연구하 다.

   P2P 네트워크 기술은 클라이언트/서버의 수직 

구조를 가진 인터넷을 수평 인 구조로 변화하게 하

고 있다. 최근의 인터넷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에서

도 P2P 트래픽이 웹 트래픽을 능가하여 P2P가 인터

넷의 요한 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9].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데이터 리 인 

면에서는 매우 효과 인지만 서버에 데이터가 집

되어 있어 많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구에 서버의 

기능이 하될 수 있으며 서버의 장애 발생시 시스

템 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그러나 P2P환경

은 서버에 의존 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Peer가 장

애를 일으켜도 체 시스템에는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장 을 가지고 있다[10].

   한 클라이언트/서버 구성은 서버라는 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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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심으로 정 으로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구조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P2P는 ad-hoc

으로 구성될 수 있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

롭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2P 네트워크 구성의 유

연성, 안 성 그리고 비용성의 장 을 이용하여 

기존 PC 백업의 수동성과 비용 투자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P2P 백업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1]은 P2P 백업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P2P 

백업 시스템에 참여한 컴퓨터는 P2P Client와 P2P 

Server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 P2P Client는 백

업을 다수의 P2P Server에 요청하여 복 으로 백

업을 할 수 있다. P2P Client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

구가 필요하면, 임의의 P2P Server에 백업 자료를 

요청하여 복원할 수 있다.

[그림 1] P2P 백업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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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2.1 P2P의 등장 배경

   Napster로부터 발된 P2P에 한 심이 PC의 

활용도를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일반인들은 P2P를 

Napster, Gnutella, e-Donkey, KaZaA 등과 같이 단

순히 일 공유를 목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외에

도 여러 가지 응용분야가 존재하며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3].

   P2P의 핵심은 자원의 공유에 있다. 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부분의 P2P 로그램은 일 공유

를 목 으로 하고 있지만, 업과 컴퓨  워를 공

유하는 목  등으로도 범 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P2P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로서 등장하

게 된 것은 인터넷 역폭의 역화, 고속화 그리

고 PC의 고성능화이다[4]. 

2.2 P2P 자원 검색

   P2P 시스템의 가장 핵심 인 기능은 필요한 자

원을 검색하는 것이다. P2P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를 찾고 그 컴퓨터에 장된 데이터의 목록과 

자료를 찾는 것이다. P2P의 자원 검색 방법은 순수 

P2P 검색 방법과 변형된 P2P 검색 방법이 있다

[5][6].

1) 순수 P2P 검색 방법

   재자나 서버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해당 

P2P 그룹에 있는 1 의 Peer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

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서로 연결된 컴퓨터끼리 

검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앙의 서버에 네트

워크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지만 정보 리의 일 성

과 복된 데이터의 검증이 어렵다. 이러한 검색 방

법의 로는 Gnuteller, freenet이 있다.

   

2) 변형된 P2P 검색 방법

   Peer 컴퓨터들 사이에 재자 컴퓨터를 두어 데

이터를 리하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재자 컴퓨터

에 속하여 자신이 공유하기 한 정보를 재자 

컴퓨터에 등록하고 재자 컴퓨터는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리하고 Peer 컴퓨터의 검색 

요청에 따라 검색 결과를 제공하면 Peer 컴퓨터는 

다른 Peer컴퓨터에 직  연결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보 검색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나 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서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의 로는 Napster가 있다.

2.3 P2P의 보안

   P2P는 불특정한 Peer들에 의해 자원이 공유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문제 이 있다[8]. 특히, 다

수의 P2P들이 성능이나 이용의 편이성을 해 보안

을 고려하지 않는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 을 유발

하 다. 안 한 P2P 통신을 하기 해서서는 Peer에 

한 한 인증, 인터넷에서 도청시 데이터의 안

을 한 암호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eer에 한 공유 자원에 한 근 제어 기능이 필

요하다[7].

2.4 Peer의 성능 고려

   부분의 P2P는 Peer의 상태 즉, CPU, 메모리, 

네트워크에 한 정보 부족으로 데이터 공유에 어려

움이 있다[8]. 즉, Peer들이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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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한 부하 분산

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Peer의 컴퓨  능력을 

고려한 동 인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P2P 설

계가 필요하다[6].

3. P2P를 이용한 백업 시스템

   

3.1 P2P 보안을 한 제한 사항

  본 논문의 2  련 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2P 시스템의 보안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의 P2P를 이용한 백업 시스템에서는 보안을 하

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제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요하고 비 스런 데이터를 다른 Peer에 백업 

보 하기 해서는 Peer에 한 신뢰성이 매우 

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에 존재하는 

Peer만을 상으로 하 다. 

2) Peer에 백업된 데이터의 주인을 식별하기 하여 

BU(BackUp) Key를 Backup Client에서 생성하고 

Backup 서버에 백업된 데이터와 같이 보 하여 

복구 요청시 BU Key를 소유한 Backup Client에

만 송한다. BU Key는 [표 1]과 같이 백업 클라

이언트 Mac 주소와 백업 시각을 백분의 1 까지

를 조합한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백업 데이터의 

유일성을 가진다. 

  

[표 1] BU Key 구조 

Backup Client 

Mac Address

Backup

 Datetime(ms)

6 bytes 12 bytes

3) Backup Client에서 RC(ReCovery) Key를 생성하

고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Backup Server에 

송함으로써 Backup Server가 이를 불법 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3.2 P2P 백업 기능

   [그림2]는 P2P 백업 기능 구조도이다. Backup 

Client에는 실제 백업을 수행하는 Backuper 모듈과 

약된 백업을 수행하는 Scheduler가 있다. 백업 기

능은 다음과 같은 차로 수행된다.

1) Backup 모듈은 Backup Client의 신분을 식별하

는 BU Key와 백업과 복구에 사용되는 RC Key

라는 암호화키를 생성한다. 

2) Encryptor 모듈은 백업 상인 FS Data를 RC 

Key로 암호화하여 백업데이터 BU Data를 생성

한다.

3) Sender가 BU Data를 Backup Server에 송한

다. 백업 송 결과는 [표 2]와 같은 구조로 BU 

History에 장된다. 

[표 2] BU History 테이블 스키마 

항목 자료형

Backup_ID Integer

Backup_Datetime Dateime

Backup_Size Number(16)

Backup_Server_IP Varchar(15)

4) Backup Server의 Receiver는 BU Data와 BU 

Key를 수신하여 장하고 BU List에 백업된 목

록을 리한다.

[그림 2] P2P 백업 기능 구조도

Backuper

RC Key

FS Data

BU Key

Encryptor

BU Data Sender

Scheduler

BU Data

BU Key

BU List

BU History

Receiver

Backup Server Backup Client

3.3 P2P 복구 기능

   [그림3]은 P2P 복구 기능 구조도이다. Recovery 

Client에는 복구를 요청하는 Requestor 모듈과 수신

한 BU Data를 복호화하는 Decryptor 모듈이 있다. 

복구 기능은 다음과 같은 차로 수행된다.

1) Requestor 모듈은 백업 송 결과가 장된 BU 

History를 참고하여 복구 요청을 한다.

2) Sender 모듈은 백업데이터를 보 하고 있는 서버

에 BU Key를 송하여 백업 데이터를 요청한다.

3) Recovery Server의 Receiver 모듈은 수신한 BU 

Key를 Key Check 모듈이 검사하도록 한다.

4) 유효한 BU Key이면 해당 BU Data를 Recovery 

Client에 송한다.

5) Recovery Client의 Decyptor 모듈은 수신한 BU 

Data를 복호화키인 RC Key로 해독하여 FS Data

를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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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2P 복구 기능 구조도

BU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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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PC 백업과의 비교

   P2P 백업 시스템이 기존의 PC 백업 시스템 보다 

[표 3]과 같은 장 을 가지고 있다. 기존 PC 백업에

는 백업 장치 추가와 수작업으로 백업을 해야 하는 

문제 이 있으나, P2P 백업 시스템은 Peer 시스템에 

존재하는 여유 장비를 이용, 다수의 Peer에 복 

장이 가능하고 약에 의한 자동화 백업이 가능하여 

비용뿐만 아니라 백업의 안 성과 용이성의 장 을 

가지고 있다.

[표 3] 백업 시스템 비교

비교항목 기존 PC 백업 P2P 백업

비용 문제  추가 비용 발생  여유 장비 이용

복 장  단일 백업  다수에 복 장

자  동성  수작업 백업  약된 자동화 백업

4. 결론  향후 연구 계획

   PC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PC에 다량의 정보

가 장되고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PC 

데이터 백업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기존의 PC 

백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작업 문제를 본 연구에

서는 P2P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장 장치와 네트

워크 장치를 이용여 자동화된 P2P 백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백업 데이터의 소유자를 식별하고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하여 식별키와 암호화키

를 활용하여 P2P 백업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 다.

  기존의 P2P 시스템에서는 다운로드 성능 향상이 

요하 으나, P2P 백업 시스템서는 업로드 성능이 

매우 요하기 때문이 이를 해결하기 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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