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커널 무결성 검사 기술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Ÿ

보안 소프트웨어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Ÿ

기존 기술의 문제점:
ü 무결성 검사 대상을 하나의 안드로이드 커널로 한정

Ÿ

많은 수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
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안드로이드 커널에 대한 무결성 검사 기술의 필요성 대두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Ÿ

⑥ 특허 정보

컴퓨팅 디바이스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커널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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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복수의 컴퓨팅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서로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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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는 제1 실행 영역(비보안영역) 및 제2 실행 영역(보안영역)을 포

기타정보

함하는 신뢰 실행 환경 기반

⑦ 연구자 주요 경력

ü 복수의 컴퓨팅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시간을 동기화시키고 시간을 다수의
타임 슬롯으로 분할
ü 제1 실행 영역에 구비된 커널이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 비정상적으로 동
작한 횟수를 측정하고 비정상 동작 횟수의 평균 산출
ü 제2 실행 영역에 설치된 모듈을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동작한 횟수 및 비
정상 동작 획수의 평균을 기반으로 제1 실행 영역에 구비된 커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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