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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하드웨어를 통해 인증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용 보안장비인 DONO를 제안한다. 또한 DONO를 활용하여 보다 규모가 확장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

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도록 한다. DONO가 사용하는 환경은 기존의 네트워

크 시스템을 따르는 대신 콘텐츠 중심의 통신을 통해 면역 기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 전송은 

CCN(Content Centric Network)을 통해 이루어지며 CCNx 그룹이 검증한 프로토콜을 활용한다. DONO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CCN 프로토콜에 따라서 운영하며 이를 통

해 기존의 보안 공격과 추가적으로 알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

을 활용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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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터넷은 정보 공유와 효율성 측면에서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보안 공격을 받기 쉽고 보안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도 취약하다. 

해킹에 대한 반복적인 패치 적용에는 시스템 장비의 과도한 적용과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 네트워크 보안 개선 방안으로는 보안 장비 

도입과 네트워크 파티션 도입 등이 있지만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는 

못했다. 이 문서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증을 강화하고 

개인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용 보안장비인 DONO를 통해 

새롭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DONO가 사용하는 환경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따르는 대신 콘텐츠 

중심의 통신을 통해 면역 기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 전송은 

CCN(Content Centric Network)을 통해 이루어지며 CCNx 그룹이 

검증한 프로토콜을 활용한다. DONO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은 일반적

인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CCN 프로토콜에 따라서 운영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보안 공격과 추가적으로 알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활용해 개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활용하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DONO라는 개인용 보안장비에 대해서

도 제안하며 이를 이용한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DONO

1.1 DONO Specification

DONO는 개인용 미니 컴퓨터로 개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인 하드웨어 기반의 개인 인증 매체이다. DONO는 PC에 설치하

여 PC를 클라우드로 동작하게 하는 강력한 인증을 제공한다. 다음은 

DONO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세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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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stem Environment

Fig. 1. Private Cloud PC with DONO

III. The Proposed Scheme

위의 그림 1과 같이 DONO를 PC에 설치할 경우 PC는 DONO에 

의해 제어되며 크게 사용자 부분과 DONO 제어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Item Functions

W i t h 

DONO

You can remote access control your PC 

with APP.

W i th ou t 

DONO

You cannot remote access control your 

PC with APP.

You can access only local area.

You can use DONO independently.

IV. Conclusions

PC의 하드디스크 이외에도 DONO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저장공간

이 있다. DONO는 MicroSD 카드를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16GB를 

사용하고 있으나 256G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 DONO의 SD카드

에 여분의 공간은 보다 더 안전한 공간(Backup or Index)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중요한 거래나 기타 금융거래 등의 중요한 정보를 DONO

의 SD카드에 저장하면 PC가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거나 물리적인 

손상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등의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데이터나 주요 금융정보를 

다른 DONO의 저장공간에 분산하여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인해 DONO

의 분실이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유실했을 때에도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보다 확장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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