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18 조 absolute shield 

조원: 황재희, 김성곤, 좌종윤, 계진현, 김준성 
 
 

심사의견 or 질문 

-최은미 교수님 

1)본 프로젝트의 목표하는 바가 명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단계별 작업이 충분히 부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화일이 local computer 에 있으면서 remote server 가 암호/복호를 진행하여 비밀 보장을 

최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의 복제와 삭제, 수정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없습니다.  

3)OTP 를 진행한다고 계획을 잡아두었으나, OTP 를 어떻게 진행을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습니다. OTP 의 생성은 어떻게 할지, 스마트 앱으로 전송 처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과 

전개가 필요합니다.  

4)RSA 와 같은 비대칭키 생성 시 암호키에 대한 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답변 

1) 보고서와 ppt 발표 자료에 상세히 다시 기술하였습니다 

2)chattr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 복사 및 이동을 방지하였습니다. 

3) 의견을 수용하여 OTP 기능이 가능한 앱을 삭제하였습니다. 

4) 저희는 랜섬웨어 원리를 보안에 이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RSA 를 이용하면 비밀키가 client 에 

남게 되어 해킹에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에서는 RSA 를 이용한 비밀키를 제거하여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 이시윤 교수님 

1)목표하는 결과물에 대하여 발표 자료 및 보고서 등에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의의나 최종결과물의 활용 등이 약간 혼란스럽게 표현된 듯한 느낌이 있음 

2)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문서보안 솔루션들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AES 를 이용해서 

파일 암호화하는 것이 주제의 전체가 되어 버리면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답변 

1) 보고서와 ppt 발표 자료에 상세히 다시 기술하였습니다. 

2) 기존 문서 보안 솔루션들은 서버중앙화 시스템입니다. 그에 비해 저희는 모든 파일이 클라이언트에 

있기 때문에 서버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버 유지 및 백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김영만 교수님 

전체 시스템 사양 및 개발환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답변 

3 월에 제시한 수행계획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윤상민 교수님 

로그기록을  모두가 확인할 필요 없이 파일열람에 권한을 나눠서 자신과 상관없는 자료를 사전에 

열람을 못하게 하면 되는데 로그기록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의견을 수용하여 로그기록 열람 가능한 앱을 삭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