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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s IT technology developed, storage media also developed. Among them, USB, which is 

a removable storage medium, is used not only to have several per person but also to 

work in various companies. Users store valuable and confidential data within USB. As 

time went on, the need for security increased. In order to solve this security problem, 

USB has been introduced to allow users to access internal files by inputting ID and 

password by embedding a security program in USB. However, the method of storing ID 

and Password inside is low confidentiality and high risk of information leakage.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2 factor authentication system using Radius server 

in addition to login authentication. The proposed system not only improves the 

authenticity of the device, but also reduces the risk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lost. It also encrypts internal files to increase the confidentiality of 

internal information.

1. 서론

   컴퓨터가 발 함에 따라 이동식 장장치도 빠르게 발

하 다. 그  USB드라이 는 엄청나게 높은 보 률을 

자랑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들은 USB드라이  내부에 개

인의 소장 자료, 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장하

여 사용한다. 기업 사용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일  기

업 내부 보안 일들을 보 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USB 

 기타 이동장치에는 보안성이 낮다. 그러므로 USB를 

잃어버리거나 컴퓨터에 연결하고 나면 구나 USB에 

근이 가능하고, 정보 유출의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 USB를 잃어버리면 해당 USB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

능 하며, 이러한 경우 USB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든 데이

터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이 화제가 되자 보안

기능을 가진 USB가 많이 출시되었다. USB보안 로그램, 

지문인식 USB 등의 여러 가지로 보안성을 띄는 USB가 

출시되었다 [1-4]. 하지만 기존의 방식들은 크래킹, 인증장

치 괴등으로 보안성이 쉽게 무 질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DIUS[5 서버와 스마트폰 

Google OTP[6를 사용한 2차 추가 인증시스템을 제안하고

자 한다. USB 내부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Rjindael 

algorithm[7] 이용하는 AES를 이용한다. 이것은 일 단

로 암호화를 한다. 제안시스템은 높아진 기 성을 통하

여 USB분실 시에 내장된 일들을 보호한다. 기업에서 

사용할 시 ,기업 내부의 보안 일들을 보다 안정 으로 보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OTP를 이용하여 

USB 근에 한 기 성을 증 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2. USS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다음 (그

림 1)[5-6]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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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S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4 가지이다. (그

림 1)에서 USB내부에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통해서 인

증과정을 수행하여 암호화된 장 데이터에 근한다. 인

증 시, 1차인증은 기존과 같이 ID/PASSWORD를 입력 받

는 로그인 기능으로 수행한다. 기존의 USB 솔루션에서는 

보안 로그램 자체에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장하고 이

를 이용하여 인증을 진행한다. 이러한 인증과정은 보안 

로그램이 크래킹 당하면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버리는 단

이 있다. USS에서는 이를 로그램 자체가 아닌 보안

인증을 용한 보안서버와의 연동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

으로 기 성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2차인증이다. USS에서는 2차인증 방식으로 

OTP를 도입하여 인증 차를 수행한다. 만약 특정 사용자

의 ID와 PASSWORD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용

자의 OTP인증을 통하지 않는다면 USB내의 암호화 된 데

이터에 근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2번째 인증 요소를 추

가하여 기존의 1개의 인증을 통한 방식보다 높은 기 성

을 제공한다. USS에서는 구 에서 제공하는 Google OTP

를 이용한다. 세 번째로는 일 암/복호화 기능을 제공한

다. 2차 인증까지 완료한 사용자는 원하는 일을 

Rijindael algorithm을 이용한 AES로 일데이터의 암호

화  복호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솔루션에서는 

USB내의 보안 역을 설정한다. 해당 USB의 보안 인증이 

무력화 되면 보안 역 내부의 모든 데이터들이 유출되는 

험성이 있다. USS에서는 보안 역이 아닌 일 단 로 

암호화 한다. 그 기에 USB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어도 

데이터 자체의 유출은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USB 분실될 

시 내부 일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기존의 솔루

션은 인증을 통하여 USB의 특정 보안 역에 근을 제

한하는 기능만을 제공한다. 하지만 USB자체를 분실할 경

우, 해당 USB를 찾는 방법이 없고 USB 내부의 데이터를 

분실  유 될 험성이 있다. USS에서는 최소한 USB 

분실 시, 내부의 데이터 유출을 막고자 USB내의 모든 암

호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USB가 분실 처리

가 되면 내부의 일들을 이용 할 수 없도록 이를 기한

다.          

3. 실험  분석

   (그림 2,3,4)를 보면, 먼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실행

시키고 나서 1차 인증인 사용자 로그인과 2차인증인 OTP 

과정을 거쳐서 인증이 완료된다. OTP는 구  OTP를 이

용한다. 인증이 끝난 유 의 클라이언트 로그램 인터페

이스에서 일의 암/복호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제부터 

USS의 각 기능별 구 결과를 확인한다.  

   클라이언트 1차인증을 수행하면 사용자는 ID와 

Password를 입력하면 끝나지만 사용자에게 입력 값을 받

으면 해당 인증 값을 RADIUS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유

의 속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2) 클라이언트 1차인증, OTP 2차인증

(그림 3) 2차인증 Google OTP

(그림 4) 클라이언트 인증완료, 인터페이스 화면

 (그림 5)는 RADIUS 서버의 속을 감지하는 사진으로 

사용자 속 시, 서버와의 DB에서 인증정보를 조한다. 

일치하면 속을 허용, 없으면 거부한다. 이러한 서버와의 

연동으로 기 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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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별 구현결과]

(그림 5) RADIUS 서버 접속 테스트

  

그림 6은 인증이 완료된 이후, 사용자의 암/복호화를 완료

하고 난 이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을 보면 ‘종합

섥 최종발표’라는 PPT 일이 있는데 의 사진에는 같

은 제목의 일에 PPTXEC라는 확장자로 변해있는 일

이 존재한다. 이는 XEC는 암호화 한 이후의 일의 확장

자 제목으로 암호화 이후에는 확장자 이름 뒤에 XEC가 

추가되며 AES 암호화가 이루어진다.

(그림 6) 일 암/복호화

   그림 7은 평문 일의 내용과 암호화 된 일의 내용을 

서로 비교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암호화된 일을 

word나 hwp 일로 변경하면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진

에서 보듯이, 일 자체가 암호화가 되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림 7) 암호화 일/평문 일

   리자 계정으로 같이 2차인증 까지 완료를 하고 나

면 그림 8과 같이, 리자 페이지에 속한다. 해당 페이지

에서는 지 까지 등록된 유 의 로그인 기록, 암/복호화 기

록이 부 기록되어 보여 다. 한 USB분실처리  일반 

사용자의 비 번호 기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분실처

리의 경우 리자에게 유 가 분실처리 요청을 하게 되면 

리자 계정으로 해당 사용자의 ID를 확인하여 분실처리를 

한다.     

(그림 8) 리자 계정 속/로그확인

   마지막으로 분실처리 기능이다. 그림 9처럼 사용자가 

리자에게 USB 분실처리를 요청하면 리자는 리자 계정

으로 해당 사용자의 USB 분실처리를 한다. 이후, 분실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군가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실행시킨다. 해당 USB가 분실된 USB라는 것을 RADIUS 

서버에서 인식한다. 그리고 USB내의 모든 암호화 일이 

제거한다. 그림을 보면 맨 의 그림에는 XEC확장자의 암호

화 일이 존재하지만 USB 분실처리 이후, 암호화 일을 

부 삭제한다.

(그림 9) 분실처리

   USS는 기존의 암호화 이외에 OTP를 이용한 2차 인증

으로 기 성을 높인다. 그리고 USB 분실 책으로 암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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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유출을 최소화 한다. 

이외에도 RADIUS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

져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 무결성을 증가하 다.

      

4. 결론

   기존에 제안한 로그램 자체로만 이루어지는 

USB 보안 로그램들은 목 인 기 성이 상 으

로 낮고 정보 유출의 험성이 높다. 그 기에 기업

의 경우, 이러한 USB 분실로 인한 정보유출로 피해

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USS 

솔루션은 RADIUS 보안 서버와의 연동  2 factor 

authentication을 통한 기 성을 강화하여 정보유출

의 험성을 이고자 하 다. 한 데이터 자체 암

호화를 통하여 정보유출의 험성을 최소화 하 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루트킷을 이용한 클라이언

트의 자동 인식  실행과 내부 망 한정이 아닌 어

느 치에서든 이용 할 수 있도록 구  하고자 한

다. 한 오 라인 상태에서도 장 역에 근이 

가능 하도록 구 하여 가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USS 솔루션은 로그램 내부에 AES 암호화에 이

용되는 키를 장한다. 키가 유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 역을 추가하여 안 성을 높이도록 한

다. Radius Server와 1차 통신과정에서 데이터가 유

출 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구  

할 필요가 있다. 보안 로그램에서 가장 요한 것

은 암호화 키의 리이다. 해당 솔루션에서는 이러

한 키의 리수단을 구 하여 기 성을 높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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