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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장장치의 획기 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용량의 작고 간편한 이동식 장장치들이 많

이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동식 장장치는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한 데이터에 한 보호  안

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장장치 환경에서 가상 드라이  연동, 실

시간 암/복호화를 통한 보안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결과를 제시한다. 소개된 시스템은 기본 으로 

장장치에 보안 역을 설정하여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보안 역에 근하도록 하 으며, 데이타 입출력 

시 암/복호화를 통해 데이타에 무단 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1. 서론

격히 발 해 가는 나노 기술에 힘입어 작은 공간에 

더 큰 용량의 메모리가 개발 가능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가바이트 단  이상의 메모리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 

그 결과로 과거에 주류를 이루었던 고용량의 내장 하드 

디스크보다는 용량의 자료를 백업해 두거나 손쉽게 이

동시키기 한 외장 하드 디스크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특히 휴 가 간편한 기가바이트 규모의 USB 장 장치가 

등장하면서 속히 사용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USB 장 장치들은 컴퓨터에 장착하면 추가 인 작업 없

이 직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휴 가 간편하다는 장 은 역으로 보안에 취

약하다는 결과를 낳는다. 편리하고 간편한 장장치임에 

틀림없으나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한 데이터에 한 보

호  안 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부분 은행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비 번호, 웹 사이트 비 번호나 주요 기 문서를 담

아 다니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이동식 장장치에 해 

도난이나 분실을 한다면 개인신상 정보 유출  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해 이

동식 장장치 보안 시스템에 한 연구가 시 한 실정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장장치(특히 USB 장장치)

에 한 보안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결과를 제시한다. 보

안 방식은 기본 으로 장장치에 보안 역을 설정하여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보안 역에 근하도록 한다. 보안 

역은 설정 기에 일정공간의 크기를 확보하고 사용자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보안 역의 존재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안 역에 장되는 모든 데이타는 입출력 시 

암/복호화를 통해 보안장치를 거치지 않고 데이타를 근

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기능의 

구 은 도우즈의 디스크 드라이버를 이용한

다.[2][3][4][5] 드라이버 단계에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많은 장 을 얻게 된다. 보안

역을 설정하게 되면 기존의 드라이버는 보안 드라이버

를 통해 보안 역의 근을 통제받게 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체 인 보안 시스템 아키

텍처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가상 드라이버 연동과 실시간 

암/복호화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

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보안 시스템 아키텍처

 본 논문이 제시하는 보안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은 보안 시스템에서 사용자와 시스템, 

그리고 보안 역의 련 구조를 구체 으로 보여 다. 우

선 보안 기능을 이용하기 한 비 과정으로 이동식 

장 장치에 이미지 일 형태의 가상 드라이 를 생성한다. 

이후에 가상 드라이 를 사용하기 해서는 암호인증 

일을 이용하여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증된 사용자는 

가상 드라이 에 한 데이타 입력과 출력이 가능해지고 

이후의 모든 데이타 련 연산은 실시간으로 암/복호화 

되어 비인증 사용자에 해 보안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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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 드라이  이미지 

리  사용자 인증 과정은 본 시스템에서 구 한 Virtual 

Disk Driver에서 리하게 된다. 한 사용자 인증과정과 

암/복호화는 Security Driver 벨에서 구 되는데, 이 드

라이버는 Security Application 과 File System Driver와 

연동하여 데이타 입출력 과정의 암/복호화를 담당하게 된

다. Virtual Disk Driver와 Security Driver 에 한 자세

한 구조와 연산 알고리즘은 다음 장에서 구체 으로 설명

한다.

3. 보안 기술  암/복호화 알고리즘

3.1 드라이버 구조

보안 시스템에는 2개의 드라이버가 동작한다. 하나는 

이미지 역을 만들어 가상드라이 와 연동시키는 Virtual 

Disk Driver 이고 다른 하나는 일에 한 암/복호화를 

하는 Security Driver이다.

먼  Virtual Disk Driver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한다. 

가상 드라이 [1][2]란 일을 연동하여 논리 인 드라이

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논리 인 드라이버는 통칭 

Virtual Disk Driver로 한다. 가상 드라이 는 File 

System Filter Driver로 구 하며 기본 모델은 FileDisk 

모델이다.

이 Virtual Disk Driver는 가상 CD 일과 같은 이미

지 일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이미지 일은 일반 폴더와 

마찬가지로 여러 일  하  폴더들을 가질 수 있다. 하

지만 이미지 일을 직  근 하여 내부 일들을 실행 

할 수 없다. 내부 일을 실행하기 해서 Virtual Disk 

Driver를 시스템에 Load하여 서비스를 실행해야 한다. 이 

Virtual Disk Driver가 시스템에 연동되면 하나의 가상 드

라이 가 생긴다. 실질 인 이미지 일은 USB 장 장

치 내에 특정한 곳에 치하게 되지만 이 때 생긴 드라이

는 Root Directory로써 작동하게 된다.

다음으로 Security Driver의 개념과 구조에 해 설명 

한다. 이 Security Driver의 기본 인 개념은 실시간 암/

복호화를 하여 File System Filter Driver가 데이터를 

USB 장 장치에서 메모리로 User가 요청한 일 데이터

를 가져올 때 암호화된 데이터의 복호화 작업을 처리하며 

디스크에 데이터를 장할 때 자동으로 데이터의 암호화

를 처리하는 것이다.

Security Driver의 세부 동작 설명에 앞서 시스템 측

면에서 먼  살펴보면 User가 애 리 이션에서 일을 

읽거나 쓰기 동작을 요청하면 애 리 이션은 USB 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 만약 해당 일

의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다면 Fast I/O 함

수를 호출한다. 직  캐시 메모리에서 해당 일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캐시 메모리에 해당 일 데이터가 

없다면 요청된 동작에 해당하는 IRP가 File System 

Driver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캐시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Fast I/O 함수를 사용하

여 바로 작업 하는 방식도 있다. 이 방식은 캐시 메모리에 

한 처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에 더 편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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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드라이버 구조  암/복호화 과정

하지만 시스템에 지 않은 부하를 가져다  수도 있다. 

때문에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를 구

성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캐시 메모리와 USB 장 장치

간의 통신에서 일 데이터에 한 암/복호화 작업이 이

루어지게 된다.

그림 2는 드라이버 벨에서의 암/복호화 과정을 보

여 다. 이 그림에서 실선은 폴더 련 연산 처리 과정을 

나타내며 선은 일 련 연산 처리 과정을 보여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라이버는 폴더내의 일 

I/O 요청을 찰한다. 이 때 USER가 보안 역 폴더내의 

일을 읽으려고 하면 IRP_MY_READ IRP가 발생하게 된

다. 이를 찰하고 있던 드라이버가 IRP 처리 시 데이터 

복호화를 수행한다. 반 로 User가 일 쓰기 명령을 요

청하면 IRP_MJ_WRITE IRP가 발생하고 드라이버가 IRP 

처리 시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한다. 이는 Win32 API 

Hooking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것이 Security Driver의 기

본 인 개념이다.

여기서 IRP_MJ_READ와 IRP_MJ_WRITE의 IRP는 

동일한 일에 하여 두 번 이상 호출된다. 처음 호출 될 

때에는 User로 부터 애 리 이션을 통해 읽기 혹은 쓰기 

명령을 받았을 때 가상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 사이의 통

신이 발생 했을 때이다. 다음으로 발생하는 호출들은 캐시 

메모리에 장된 데이터들을 USB 장장치에 장하기 

해 발생 한다

 

3.2 암/복호화 과정

본 에서는 드라이버에서 핵심이 되는 암/복호화 처

리를 한 IRP를 후킹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우선 암호화 

후킹(그림 2의 암호화 모듈)함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파일에 관련된 IRP를 얻음

   ㈀ 실행 절차 - 파일 경로를 얻어 폴더정보 구조체 삽입

② 파일생성 IRP이고 보안영역내의 파일일 경우

   ㈀ 확인 절차 - 사용자인증확인이면 

   ㈁ 실행 절차 - 완료 루틴을 호출 

③ 파일읽기 IRP이고 보안영역내의 파일일 경우

   ㈀ 확인 절차 - 사용자인증확인이고 캐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실행 절차 - 완료 루틴 호출

④ 파일쓰기 IRP이고 보안영역내의 파일일 경우

   ㈀ 확인 절차 - 사용자인증확인이고 캐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실행 절차 - 1) 파일경로를 읽어서 데이터 포인터를 

                     얻음

                  2) 암호화할 데이터 크기를 얻고 암호화

                     수행

                  3) 완료 루틴 호출함

⑤ 파일닫기 IRP이고 보안영역내의 파일일 경우

   ㈀ 확인 절차 - 사용자인증 확인되면

   ㈁ 실행 절차 - 완료 루틴 호출

  

⑥ 폴더정보 구조체를 제거

⑦ IRP를 File System Driver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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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림 2의 복호화 함수는 데이터에 한 호화

를 처리하는 함수이며 구체 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파일에 관련된 IRP를 얻음

   ㈀ 실행 절차 - 파일 경로를 얻어 폴더정보 구조체 삽입

② 파일생성 IRP이고 보안영역내의 파일일 경우

   ㈀ 확인 절차 - 사용자인증확인이면 

   ㈁ 실행 절차 - 완료 루틴을 호출 

③ 파일쓰기 IRP이고 보안영역내의 파일일 경우

   ㈀ 확인 절차 - 사용자인증확인이고 캐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실행 절차 - 1) 파일경로를 읽어서 데이터 포인터를 

                     얻음

                  2) 암호화할 데이터 크기를 얻고 암호화

                     수행

                  3) 완료 루틴 호출함

④ 파일쓰기 IRP이고 보안영역내의 파일일 경우

   ㈀ 확인 절차 - 사용자인증확인이고 캐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실행 절차 - 완료 루틴 호출

⑤ 파일닫기 IRP이고 보안영역내의 파일일 경우

   ㈀ 확인 절차 - 사용자인증 확인되면

   ㈁ 실행 절차 - 완료 루틴 호출

⑥ 폴더정보 구조체를 제거

⑦ IRP를 File System Driver에게 전달

 

4.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장장치 환경에서 가상 드라

이 와 실시간 암/복호화를 통한 보안 시스템의 설계와 구

축 결과를 제시하 다. 소개된 시스템은 장장치에 보안

역을 설정하여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보안 역에 근

하도록 하 으며, 데이타 입출력 시 암/복호화를 통해 데

이타에 무단 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향후에

는 장 장치의 일부에 한 보안 역이 아닌 일 시스

템 체에 한 보안 기능을 갖는 시스템으로의 확장 방

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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