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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1.1   프로젝트 설명 

◆ 본 프로젝트(이하 구름USB) ”클라우드 서비스”와 “USB 저장장치”가 결합된 차세대 저

장장치입니다. 

구름USB 에서는 더 작은 크기, 더 많은 

용량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지금까지의 오

프라인 저장 매체들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쉬운 사용 방

법과 분실, 보안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자유

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동적인 저장용량과 

출력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 범용성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유용한 저장 매체

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현재 많은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는 USB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하여 각각의 장

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USB의 단점인 저장 공간 문제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시켜 용

량 제한에서 벗어나고, 분실 시 발생하는 파일의 유실문제를 USB 연결 시 USB 내에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게 함으로써 대비하고 사용자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한 승인절차를 거

치게 하여 추가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단점인 사용자 

OS가 포함된 제품(핸드폰, 컴퓨터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을 USB라는 장치를 통해 

해결하고 앱을 통해 접근하므로 로그인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로그인 흔적이 남지 않도록 

개발할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Storage 

Device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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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젝트 개발 내용 

 

 

 

 

 

 

◆ 구름USB의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구름USB를 일반적인 대용량 장치로써 인식 

- 구름USB는 PC, TV 등 모든 호스트 장치에 연결 시 일반 USB 저장장치로 인식됨 

- 구름 USB 자체는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리눅스의 ‘mass storage         

gadget 드라이버’를 이용해 개발될 예정 

- 향후 사업화 단계에서 더 가벼운 운영체제로 교체를 고려할 수 있음 

- 속도 향상을 위한 리눅스 fast booting 적용 예정 

B. 구글 드라이브의 내용을 구름USB에 가상적인 파일시스템으로 구성 

- 구글 드라이브에서 받아온 파일, 디렉터리를 호스트 장치에 제공 

- FAT32로 프로토타입을 만든 뒤, 더 큰 파일을 지원하는 NTFS로 확장 예정 

- 파일의 메타 데이터를 이미지로 생성 

-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요청된 파일 위치 정보를 제공 

- 구글 드라이브 외에 N드라이브, 드롭 박스 등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원으로 확장 

C. 보안성을 위한 앱 개발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테마 지원 환경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안 수준 조절 가능함 

- 편리성과 보안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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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젝트 활용 계획 

◆ 본 과제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폐쇄적 공유성을 이용한 공공 분야에서의 활용 

- 구름USB를 가지고 있으면, 클라우드를 통하여 공유한 파일들을 구름 USB에서 바로 확

인이 가능합니다. USB에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C에서 

로그인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강합니다. 회사나 동아리 등의 그룹에서 공용 

클라우드 계정을 가진 구름 USB를 배포하면, 그룹 내에서 쉽게 각종자료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또한, USB 내부에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보안성을 유지 

할 수 있고 USB 연결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안 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

하는 보안 등급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보안을 중요시하는 군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간부급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인데, 이때 구름USB를 사용한

다면 행여나 비문이 담긴 USB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USB 보안등급설정

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하였더라도 스마트폰의 인증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구름USB와 

스마트폰 둘 중 한 가지를 분실하였더라도 이중으로 보안이 되어 기밀 유출을 방지하는데 

더욱 안전합니다. 이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private 클라우드 도입을 선호하는 기업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B. USB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컴퓨터, TV 등) IT기기에서 범용적 활용 

- USB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IT기기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Storag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출력매체에서도 구름 USB를 통한 클

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통해 IT기기에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C. 민간 사업시장 활용 

- 용량이 고정된 기존의 USB보다 용량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여러 개의 USB에서 

하나의 클라우드로 연결할 수도 있으며 일반인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고 업로드 하

는 과정을 USB 연결 하나로 해결하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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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젝트 기대 효과 

◆ 본 과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면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민간사용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다운받은 영화를 TV를 통해 즐겨보는 사람이나 프

레젠테이션 발표자의 경우 빔프로젝터나 컴퓨터를 통해 TV로 연결할 필요 없이 구름 USB

를 통해 바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비용적 측면으로 볼 때 기존에는 노트북, 빔 프로

젝터, 연결선 등 중간매체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

러나 구름 USB 하나만 있으면 중간매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비용적 측면에서 절감 효과를 주고 중간매체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줄일 수 있으

며 해당 장소에 중간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를 없앨 수 있다. 

 

B. 공공 기관에서의 활용 

- 대부분은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지만, 보안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얘기

되고있다. 구름USB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USB와 스마트폰을 통

한 보안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기업이나 공공 기관 등 내부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관에서

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USB라는 적은 비용을 투자해 보안 기능을 향상할 수 있

다는 점은 큰 이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C. 해외 시장 공략 

- 우리나라같이 IT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USB를 사용하는 모

든 나라에서 상용화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사용 가능한 것이 아

니므로 해외 시장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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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2차 중간 결과 

2.1   수행 내용 자체 평가 지표 

대분류 분류 내용 비고 

기능적 

요소 

주요 기능 

라즈베리파이가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되도록 함 완료 

파일 목록 보기 완료 

파일 실행 완료 

파일 쓰기 2차 과제 

파일 수정 2차 과제 

비 기능적 

요소 

성능 

cashing을 통한 파일 재실행 시간 단축 방학 과제 

Prefetch를 통한 파일 실행 시간 단축 방학 과제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클라우드 계정 관리 방학 과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보안 레벨 설정 방학 과제 

사용성 

파일 실행 시, 파일 변경 날짜를 비교하여 구글 드라

이브 파일 실시간 동기화(정확성) 

방학 과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2차 과제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대비 2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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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 이전 1차 중간 보고서와 비교하여 2차 중간 보고서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 드라이브 파일 부분 다운로드 

 구름 USB는 사용자가 파일을 요청하면, 그 즉시 해당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다운

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주는데, 단순히 파일

을 다운로드한 후 반환을 해주면, 동영상과 같이 크기가 큰 파일을 요청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크기가 큰 파일이 모두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구글 드

라이브에서 파일을 부분적으로 다운로드하도록 하면서, 그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주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용량이 큰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2. 커널 모듈 – 유저 레벨 프로그램의 통신 

 구글 드라이브 API를 이용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유저 영역의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고, 블록 요청을 받고 데이터를 호스트 장치에게 반환해주는 것은 리눅스 커널 모듈

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널 모듈과 유저 영역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방법으로 ioctl, 시그널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각 영역이 동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블록 요청에 대한 데이터 직접 반환 

 기존의 가젯 드라이버 g_mass_storage는 FAT 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디스크로써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FAT 파일 시스템 이미지의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면 됐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구름 USB는 용량 확장의 장점을 가

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FAT 파일 시스템 이미지에는 각 파일의 메타 데이터

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파일이 존재할 공간이 충분히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

로, FAT 파일 시스템 이미지에 실제 파일을 써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각 파일에게 할당된 

영역을 넘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스트 장치의 블록 요청에 대해 

커널 모듈에서 직접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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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드웨어적 이슈 

 지난 1차 중간 보고 시연 때는 라즈베리파이 제로를 사용하였는데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라즈베리파이에 무선 WIFI 동글을 연결

해서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메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후, 구름 USB를 호스트 장치에 

연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해결 하

기 위해 우리는 라즈베리파이 제로 W(Wireless) 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라즈베리파이 제로 

W는 무선 WIFI LAN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WIFI 동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드

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구름 USB를 호스트 장치에 꽂는 것만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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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및 수정된 연구 내용 

3.1   1차 중간 보고 구현 내용 

-  사용자는 구름 USB를 호스트 장치에 연결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폴더 목록

을 볼 수 있으며, 각 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다. 

1. 구름 USB는 특정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 

2. 사용자가 구름 USB를 컴퓨터, TV와 같은 호스트 장치에 연결하면, 구름 USB는 해당 구

글 드라이브 계정에 있는 폴더, 파일의 메타 데이터를 다운 받는다. 

3. 구름 USB는 다운받은 폴더, 파일의 구조로 FAT 파일시스템 이미지를 만들어, 파일들이 

마치 구름 USB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3.2   2차 중간 보고 진행 사항 

- 구름 USB 내부의 파일을 구름 USB를 꽂은 TV,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호스트 장치에서 구름 USB에 있는 파일을 실행하면, 호스트 장치는 구름 USB

로 해당 파일에 대한 블록 요청을 하게 된다. 

2. 구름 USB는 블록 요청과 FAT 파일시스템 이미지를 비교하여, 블록 요청이 어떤 파일에 

대한 요청인지 알아낸다. 

3. 해당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아 호스트에게 반환해주면 사용자는 파일을 실

행할 수 있게 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구름 USB 

팀 명 물을타지않은맥주클라우드 USB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7-05-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17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3   변경사항 및 개발현황 

1.   1차 중간 보고 당시 상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온 파일의 메타 데이터를 구름 USB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고, 구름 USB를 컴퓨터에 꽂으면 해

당 파일이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2.   2차 중간 보고 개선 사항 

파일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때의 파일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구름 USB를 꽂았을 때 구글 드라이브에 있

는 파일들의 메타데이터들을 다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FAT파일 이미지를 만들어서 구

름 USB에게 보여주면 되지만, 

-> 2차 때의 파일 실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했을 때 구글 드라

이브에서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합니다. 

3.   그러므로 호스트 장치로부터 오는 블록 요청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요청

하는지,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요청하는지 알아야했고, 파일의 정보를 알아내면 이를 

이용해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반

환 버퍼에 직접 써서 호스트 장치에게 전달해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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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피드백 답변에 앞서, 구름USB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부터 말씀 드리자면, 1차 캡스톤 프로

젝트 최종 발표(5월)에서는 지난 수행계획서와 1차 중간평가에서 교수님들께서 주신 피드

백들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구름USB 프로젝트의 1차 캡스톤 최종 목표는 구름USB가 

핵심 기능인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것으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필요한 성능, 보안과 관련된 여러 비기능적 요소들은 1차 캡스톤에서 반영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이 내용들은 다음 학기 2차 캡스톤 프로젝트에 수행 될 예정

이며, 밑의 내용은 교수님들께서 주셨던 피드백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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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A 

5.1   보안 

Q. 구름 USB 잃어버리면 이를 획득한 사람이 내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은 가? 

A. 구름 USB를 꽂았을 때, 사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글 계정 정보를 입력

하고 인증 받아야만 구름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사용할 때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름 USB의 권한 인증 레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권한 레벨을 낮춰서 구름 USB

를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보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다면, 권한 레벨을 높여서 구름 USB를 사용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글 계정을 인증해야

만 구름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Q. 권한 레벨을 낮춘 상태로 구름 USB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A.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접속해서 구글 API 권한 인증을 해제하면, 해당 구름 

USB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후, 다시 권한 인증을 해야만 사

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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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성능 

Q. 성능 개선에 대한 방법은? 

A1. Prefetching 기법 

구름 USB가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가장 최근에 사용된, 또는 

사용 횟수가 많은 파일들을 로컬 영역에 미리 다운받아 놓습니다. 

A2. Cashing 기법 

사용자가 요청하는 파일들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아 로컬영역에 저장해두고, 이 후 

사용자가 같은 파일을 다시 요청하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지 않고 로컬 영역에 저

장되어 있는 파일을 사용합니다. 

A3. 실시간 최신 버전 동기화 

prefetching, cashing 기법을 활용하면 파일을 미리 다운받아 놓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구

글 드라이브의 내용이 변경되면, 구름 USB는 구글 드라이브와 동기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름 USB는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해당 파일의 변경 시

간을 확인하여, 변경되었다면 cashing해 놓았던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버전의 파일을 다

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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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가 기능 

Q.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A.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 - 구름 USB가 접속할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PW를 입력한다. 첫 번째 연결 

이후에는 구름 USB가 자동으로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에 연결합니다. 

구글 계정 설정 - 구름 USB가 접속할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연결하고 싶은 클라우드의 계

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한 레벨 설정 - 구름 USB가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었을 때 필요한 사용자 인증의 정도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미리 설정된 클라우드 계정으로 바로 연결한다. 

2단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실행 버튼 클릭을 필요로 한다. 

3단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클라우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필요로 한다. 

 

Q. 네트워크 연결이 없을 때는 어쩌나? 

A. 구름USB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동작하지만, 구름USB에 어느정도 로컬영

역을 만들어서 몇몇 파일은 로컬영역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네트워크가 

없는 공간에서 사용하고 싶은 파일이 있으면, 특정 이름을 가진 폴더 안에 해당 파일을 

넣음으로써, 구름USB는 이 파일을 로컬 영역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

이 구름 USB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경우 파일 유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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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파이 대신 호스트 장치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식도 추가될 수 있을까? 

A. 불가능합니다. 호스트 장치는 구름 USB를 특별한 기능이 있는 장치가 아니라 일반 

USB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호스트와 구름 USB 사이의 특별한 기

능은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WRITE는 가능한가? (현재 구름 USB는 READ만 가능) 

A. 불가능하지만 2차 캡스톤 프로젝트 때 구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