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3조	  클라우드	  USB	  

조원:	  채한울,	  이창현,	  송재영,	  진희상,	  이정화	  
	  

<2차 중간 평가 답변서 개요> 
 우리 프로젝트는 1차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교수님들께서 지난 중간평가에 대한 
피드백들을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 프로젝트의 1차 캡스톤 최종 목표는 구름 USB의 
핵심 기능인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 된 USB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목표이며,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필요한 성능, 
보안과 관련된 여러 비기능적 요소들은 1차 캡스톤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다. 아래에 
나오는 교수님들께서 주셨던 피드백들에 대한 답변 내용들은 다음 학기 2차 캡스톤 
프로젝트에 수행 될 예정이다.  
 
	  

심사의견	  or	  질문	  

보안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우리는 구름 USB의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구름 USB 를 꽂으면, 사용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글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받아야만 구름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할 때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는건 사용자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름 USB의 권한 인증 레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사용자가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권한 레벨을 낮춰서 
구름 USB 를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사용자가 보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권한 레벨을 높여서 구름 USB를 꽂으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글 계정을 인증해야만 구름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권한을 낮춘 상태에서 구름 USB를 잃어버리더라도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접속해서 구글 API 권한 인증을 해제하면, 해당 구름 USB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 접근을 막을 수 있다. 그 후에 다시 권한 인증을 만들 수 있다.	  
	  
	  
	  
	  
	  



심사의견	  or	  질문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구현이  필요함.  	  
	  
	  
답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동작한다. 그러나, 구름 USB 에 어느정도 
로컬영역을 만들어서 몇몇 파일은 로컬영역에도 저장한다. 만약, 사용자가 
네트워크가 없는 공간에서 사용하고 싶은 파일이 있으면, 특정 이름을 가진 폴더 안에 
해당 파일을 넣는다. 그러면 구름 USB는 이 파일을 로컬 영역에도 저장한다. 하지만, 
원본 파일이 구름 USB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경우 파일 유출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결정해야한다.	  
	  
	  
	  
	  
	  

심사의견	  or	  질문	  
	  
prefetching 기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 
USB storage에 저장된 사본에 대해 재요청이 들어왔을 때 구글드라이브의 최신본과 
생성시각을 비교하여 최신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반영. 
	  
	  
답변	  

구름	  USB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그	  즉시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만약	  크기가	  큰	  파일을	  다운	  받는다면	  성능	  측면에서	  사용자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USB 의	  성능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3 가지	  

기법을	  사용한다.	  

1. prefetching 기법 
- 구름 USB가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가장 최근에 
사용된, 또는 사용 횟수가 많은 파일들을 로컬 영역에 미리 다운받아놓는다. 

2. cashing기법 
- 사용자가 요청하는 파일들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아 로컬영역에 
저장해두고, 이 후 사용자가 같은 파일을 또 요청하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지 않고 로컬 영역에 저장해놓은 파일을 사용한다. 

 



3. 실시간 최신 버전 동기화 
- prefetching, cashing 기법을 활용하면 파일을 미리 다운받아 놓는다. 만약 
그 사이에 구글 드라이브의 내용이 변경되면, 구름 USB는 구글 드라이브와 
동기화가 안되게 된다. 그러므로 구름 USB는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해당 파일의 변경 시간을 확인하여, 변경되었다면 
cashing해놓았던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버전의 파일을 다운 받는다. 

	  
	  
	  
	  
	  
심사의견	  or	  질문	  
	  
구글드라이브뿐만 아니라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로컬 storage도 
source로 제공할 수 있다면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구현에 큰 노력이 
들지 않을 것 같다면 기능추가를 고려해보세요.	  
	  
답변	  
	  
아직	  많은	  목표	  과제가	  있어서	  당장은	  힘들	  것	  같다.	  

주요	  기능이	  어느정도	  완성된	  후에	  시도해보고자	  한다.	  
	  
	  
심사의견	  or	  질문	  
	  
따로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면, PC 가 아닌 디바이스(예: 스마트 TV)에서는 어떻게 
인증을 받게되는지 쉽게 설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예: 
스마트 TV)에 이를 위한 APP이 미리 깔려 있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건지 
말이죠.	  

답변	  
	  
보안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필요한	  인증	  과정은	  호스트	  장치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구름	  USB과만	  통신하며,	  그렇기	  때문에	  TV,	  

컴퓨터	  등	  어떠한	  호스트	  장치도	  구름	  USB	  사용을	  위해	  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름	  USB가	  연결할	  와이파이	  

정보,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Wifi망에 별도 인증을 통해 연결하는 대신 이미 인증이 완료된 Host system의 wifi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option으로 추가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불가능하다. 호스트 장치는 구름 USB를 특별한 기능이 있는 장치가 아니라 일반 
USB 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호스트와 구름 USB 사이의 
특별한 기능은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사의견	  or	  질문	  
	  
구현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면 (상품화할 때의 가격 연관) 좋겠음	  

답변	  
	  
현재	  라즈베리파이	  제로	  W 로	  구현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장치의	  비용이	   10,000 원	  

이하이다.	  나중에	  제품화	  되어서	  직접	  제품을	  제작하는	  단계가	  되면	  더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의견	  or	  질문	  
 
구름 USB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답변	  
	  
현재	  라즈베리파이	  제로	  W로	  구현하고	  있는데,	  USB로써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한다.	  

실제	  제품화	  할	  때는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