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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가입자 부가 서비스 제공 방법 

윤태호*

Method for network divided subscriber's facilities

Tae-Ho Yoon*

요 약

이 논문에서는 망 분리 가입자의 부가 서비스 제공을 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서비스 제공방법은, 서버가 

인증키를 생성하는 단계, 서버의 인증키를 포함한 실행 일을 이동식 장매체에 장하는 단계, 클라이언트의 

이동식 장매체에 장된 실행 일을 실행시키는 단계  클라이언트의 실행 일 실행결과로 가상 머시인을 제

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상 가입자 부가 서비스가 출장자에게 제공 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to provide a method for providing a network separation subscriber’s facilities.  How to provide this subscriber’s 

facilities include phase generating authorization key in server, saving activation file in portable data medium included server’s 

authorization key, executing saved activation file in client’s portable storage and providing virtual machine by result client’s execute 

file. In case of moving work, the virtual subscriver’s facility can provide for a business trav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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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망 분리 가상 컴퓨터 기술에 한 것으

로, 더욱 상세하게는 클라이언트와 스마트폰을 한 

가상 컴퓨터 환경에서 가입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술에 한 것이다.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

하게 되면서 이제 컴퓨터는 인들에게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 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노트북이나 넷북, 스마트폰 등

을 이용해 바깥에서도 인터넷에 속, 이메일을 확인

하는 등 업무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 기기도 한계가 있다.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

크에 들어있는 각종 자료들을 제 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상에 

가상의 컴퓨터 환경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에 속, 업무를 이어나가게 하

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가상화 서비

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에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부

가  서비스를 제공함이 요구된다[1-4]. 본 논문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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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장 등과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가상화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논문 2장에서는 망 분리 가입자 서비스를, 3장

은 망 분리 가입자 가상화 로그램 등록을, 4장은 

일 송처리  일 처리를, 마지막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로 끝을 맺는다.

Ⅱ. 망 분리 가입자 서비스

망 분리 가입자 서비스는, 공공 지역의 스마트 오

피스에서 망 분리 가입자 운  서비스, 기업 망 내 망 

분리 가입자 운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망 분리 

가입자 운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5-7].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가 왔고, 스마트 워크 센터

를 통한 근무,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림 1에 도시된 서버의 OM은 이러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수 있다.  이를 해, OM_S가 '

서버와 클라이언트', '서버와 스마트폰'간의 계획된 

시간에 잡(Job) 수행을 트리거 한다.

잡 수행 트리거는 아래의 표 1을 참조로 이루어진

다.  표 1은 잡-카테고리/잡-단계 테이블이다.

그림 1. 가상 컴퓨터 환경

Fig. 1 The environment of computer virtual machine

표 1. 잡 카테고리/잡 단계 테이블  

Table 1. Job category / Job step table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잡-단계는 3 단계로 구

분 할 수 있다.

◾ Sns_JT와 연동 되며 일을 비하는 단계인 

SOJ(: Start-of-job),

◾ OM_CU와 연동하여 일 송을 처리하는 단

계인 FT(: File-Transfer),

◾ Sns_JT와 연동하여 일을 release하는 JE(: 

Job-End)

한,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잡-카테고리는 7개

로 구분된다.

◾ Fixed Sequence,
◾ Simple File Transfer,
◾ Comfort File Transfer Type I,
◾ Comfort File Transfer Type II,
◾ Comfort File Transfer Type III,
◾ Start-of-job Only,
◾ Job-End Only
표 1에서, "a" 잡, "b" 잡  "c" 잡은 일 참조번

호가 지정되어서 정해진 일로 처리되는 일반 인 

경우이다.  "d" 잡은 운 자의 입력에 의해 인식되는 

Target logical file로 처리된다.  "e" 잡은 지정된 

일 참조 번호에 의해서만 인식 처리된다.  "f" 잡은 

클라이언트나 스마트폰의 logical file을 일 참조번

호에 인식 처리할 때 사용된다.  "g" 잡은 서버의 

logical file을 일 참조번호에 인식 처리할 때 사용

된다. "h" 잡은 일 비 는 포맷이고, "i" 잡은 

일의 Release이다.

OM_S는 잡-카테고리 "1" 과 "2"을 수행한다.  잡-

카테고리 "3"은 OM_SDH에서 잡-카테고리 "1"을 처

리한 후 Multi-Step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잡-카테고

리 "4"는 운 자의 명령을 다루는 OM_CU에서 처리 

할 수 있다.  잡-카테고리 "5"는 클라이언트나 스마트

폰에서 SOJ나 JE 없이 서버로 바로 송 처리 가능

하다.  잡-카테고리 "6" 과 "7"은 즉각 수행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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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ns_JT 연결 요구 시에만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OM_VF에서는 FS(: FileStore)를 액세스하기 

한 한 로토콜을 이용한다.  FS에 장되는 

일들은 유일한 File_MNM(: File Mnemonic)과 

FilRF_No(: File Reference Number) 일 참조번호를 

가진다.  File_MNM과 FilRF_No는 아래의 표 2에 제

시하 다.

표 2. 일 뉴모닉 과 일 참조 번호 

Table 2. File Mnemonic and file reference number

한편, 일들을 형태 별로 장하는 FS와 장된 

일들을 운  처리하기 해, OM_VF에 연결된 가

상 FS는 사용자 인터네트워킹을 처리하기 해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일 상태 천이도를 갖는다.

그림 2. 일 상태 천이도

Fig. 2 File status diagram

사용자는 가상 FS에 근하여 특정의 가상 일을 

선택하고, 선택된 일의 특성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서버의 SCH는 클라이언트의 CCH의 버스 

I/O 로토콜 인터페이스 는 스마트폰의 PCH의 

SIP/HTTP 로토콜 인터페이스와 연동 되어 사용자

의 서비스 요청을 받아들인다.  서비스 요청에 한 

라미터는 아래의 표 3에 정의되어 있다.

표 3. 서비스 요청 라메터  

Table 3. Parameter of service request

Service_req Parameters  Timer : 20 sec

Total length Total length 1 byte

T_ID(M)
T_ID Tag 1 byte(h’01)
T_ID length 1 byte
T_ID value

Operation Code (M)

Service_req

Operation Code Tag 1 byte(h’05)
Operation Code length 1 byte
Operation Code value

ClientID(M)
ClientID Tag 1 byte(h’03)
ClientID length 2 byte
ClientID value

FileContentDisply(O)
FileContentDisply Tag 1 byte(h’50)
FileContentDisply length 1 byte
FileContentDisply value(Dept. code)

FileCreate&Input(O)

Sub Tag Operation

FileCreate&Input Tag 1 byte(h’51)
FileCreate&Input length variable byte
FileCreate&Input value(File name + Project code + 
address)

OnlyFileGethering(O)
OnlyFileGethering Tag 1byte(h’52)
OnlyFileGethering length 1 byte
OnlyFileGethering value(File name + Project code)

FileEdit&Rewrite(O)
FileEdit&Rewrite Tag 1 byte(‘h53)
FileEdit&Rewrite length 1 byte
FileEdit&Rewrite value(File name + Project code)

FileInformation(O)

FileInformation Tag 1 byte(h’54)
FileInformation length 1 byte
FileInformation value(File name + Summary + 
Routing header address)

LocalSessionFileTrans

fer(O)

LocalSessionFileTransfer Tag 1 byte(h’55)
LocalSessionFileTransfer length 1 byte
LocalSessionFileTransfer value(File name + 
Summary + Session Type + Routing head 
address)

ServerSessionFileTra

nsfer(O)

ServerSessionFileTransfer Tag 1 byte(h’56)
ServerSessionFileTransfer length 1 byte
ServerSessionFileTransfer value(File name + 
Summary + Session Type + Routing head address

MailFileTransfer(O)

MailFileTransfer Tag 1 byte(h’57)
MailFileTransfer length 1 byte
MailFileTransfer(File name + Summary + Routing 
head address)

SocialFileTransfer(O)

SocialFileTransfer Tag 1 byte(h’58)
SocialFileTransfer length 1 byte
SocialFileTransfer(File name + Summary + 
Routing head address)

VirtualizationPermitio

n(M)

VirtualizationPermition Tag 1 byte(h’59)
VirtualizationPermition length 1 byte
VirtualizationPermition(0:Normal 1:Virtualiz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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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청을 받은 서버는 서비스 요청에 수록된 

라미터들을 확보하고, 클라이언트 정보(Client_Info)

에 장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로 일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잡을 수행한다.

그림 3. 클라이언트 정보 구조  

Fig. 3 Structure of client Information

그림 3에는 클라이언트 정보(Client_Info)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표 4에서 "D_Vir_Permittion"에 "1"

이 수록되어 있으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와 스마트폰 간에 네트워크 보안 설정이 되도록 하

고, 어 리 이션에 한 상태 체크도 서버에서 일

으로 처리한다.

한편, IP_Address에는 클라이언트 는 스마트폰의 

IP 어드 스가 수록된다.

표 4. TSAP ID  

Table 4. TSAP ID

한편,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의의 어드

스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한 보장된 서비스 라우

을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서비스에 한 도용이나 서비

스 검색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서버에서 잡 트리거 

하는 잡이 생겨 스마트폰의 Ps_JT와 연동 되는 경우, 

Origination 어드 스는 "025040900"이 되고, 

Destination 어드 스는 "0025030500"이 된다. 소켓 통

신으로 통신을 하더라도 어 리 이션의 사용자 데이

터에 "TSAP_ID"를 체크하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들은 통과할 수 없다.

한편, 가상 일을 구동하기 해서는 클라이언트 

ID와 FilRF_No에 따른 일의 속성을 설정  악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상 일의 속성의 내용은 아래

의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4. 클라이언트 맵핑 테이블  

Fig. 4 Client mapping table

 그림 4은 OM_VF, OM_S, OM_SDH에 의해 액

세스되어 제어된다.   표 4에서, "D_FilRF_No"는 

표 2에 나타난 FilRF_No이고, "D_Log_File"은 

Range(0:3000) 값을 가지는데 Logical file의 상태 변

화를 계속 으로 단하기 해 사용한다. 

"D_LogDevi"는 정수값을 가지며, "D_Log_File"이 사

용하는 logical device 이다.  "D_Read_Key"는 

ARRAY(1:2) CHAR 값을 가지며, 일을 읽으려 액

세스하기 해 필요한 인증키이고, "D_Writ_Key"는 

ARRAY(1:2) CHAR 값을 가지며, 일을 쓰려고 액

세스하기 해 필요한 인증키이다. "D_LCE_ID"는 정

수값을 가지며, OM_VF의 Logical CE ID 이며, 지정

되어 있는 일의 연결 요소 인자이다. 

"D_MDFY_KEY"는 ARRAY(1:2) CHAR 값을 가지

며, Modify를 한 인증키이고, "D_REC_Size"는 

Logical Recode의 크기이고, "D_FUT_Size"는 Logical 

Recode의 수로서 가상 일이 수행되는 최  크기이

다. "D_THR_Hold"은 percentage로 수행되는 가상 

일의 한계치이고, "D_File_Act"는 "D_Client"와 

"D_FilRF_No" 조합이다.

Ⅲ. 망 분리 가입자 가상화 로그램 등록

가상화 로그램을 등록하는 과정에 해 그림 5 

 그림 6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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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상화 로그램 등록 

Fig. 5 Registration of virtual program

그림 6. 가상화 로그램 등록 

Fig. 6 Registration of virtual program 

먼 ,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일 처리와 I/O 기기들

이 입력되면, 서버의 OM_SDH는 서버 DB와 연계하

고, 클라이언트의 DB와 연계하며, 인증키를 생성한다.

이후, OM_SDH는 클라이언트 ID를 발행하고, 인증

키가 수록된 실행 일(C\Client_0001 file)을 생성한다.  

운 자는 C\Client_0001 file을 USB 메모리와 같은 이

동식 장매체에 장하여 출장자에게 달한다.

이후, OM_SDH가 SCH에 클라이언트 기 인증/

환경을 설정 요청하면, SCH는 클라이언트 기 인증/

환경을 장하여 설정한다.  설정되는 클라이언트 인

증/환경에는, 클라언트 ID, 인증키, 사용시간, I/O 기

기들이 포함되는데, 기화 데이터로 설정된다.  한편,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시작시간과 종료시

간을 의미한다. SCH에 의해 사용시간 타이머가 시작

되고, 클라이언트의 CCS에서 USB 메모리에 장된 

Client_0001 패키지가 로드되어 실행되면, 

VM(Virtualization Machine)이 제공된다.

이후, CCS는 클라이언트 DB와 연계하고,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증 차를 수행하며, I/O 기기들을 

체크하여, VM의 가상 환경을 설정한다.

그리고, CCS가 클라이언트 인증/환경 설정 결과를 

SCH로 달하면, CCH는 클라이언트 인증/환경 설정 

결과를 장한다.

이후, 사용시간 타이머가 종료되면, SCH는 CCH에 

클라이언트 ID를 송하면서, 클라이언트 인증/환경 

설정 결과를 요청하면, CCH는 장된 클라이언트 인

증/환경 설정 결과를 SCH에 송한다.

그러면, SCH는 클라이언트 수신한 클라이언트 인

증/환경을 장한 후 OM_SDH에 달하면, 련 사

항들이 모두 업데이트된다.

Ⅳ. 일 송처리  일 처리

그림 7에는 서버에서의 일 처리 과정을 제시하

다.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UI를 통해 표 2에 

제시 일 련 코맨드들  하나가 입력되면, 

OM_SDH는 코맨드의 종류를 기 로 결정한 잡 실행

을 OM_S에 요청한다.

OM_S가 OM_FA에 일을 요청하면, OM_FA는 

OM_S에 일 정보를 달하며, 이후 일 송 처리

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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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 송 처리 

Fig. 7 Handling of file transfer 

일 송과 련한 처리들을 그림 8에 제시하

다. 그림 8에는 일 송 시작 처리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일 송 시작 처리는 서버 내에서 수행된다.  

구체 으로, OM_S가 OM_CU에 일 송 시작을 

명령하면(1000), OM_CU가 쓰기(기록) 기능을 개시할 

것을 요청하며, OM_FA가 OM_CU에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후, OM_CU는 Sns_FTS에 일 읽기를 

명령한다(1001)

그림 8. 일 송 시작 처리 

Fig. 8 Start handling of file transfer

서버의 Sns_FTS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L을 통

해 클라이언트의 Cs_FTS로 연결설정 환경을 송하

면서 연결을 요청하면, 클라이언트의 Cs_FTS는 연결 

환경 설정 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L을 통해 서버

의 Sns_FTS에 연결을 승낙한다.

클라이언트에서의 일 열기 처리 과정은 서버의 

Sns_FTS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L을 통해 클라이

언트의 Cs_FTS로 일 열기  읽기를 요청하면, 

Cs_FTS는 이를 CIS로 달한다.  그러면, CIS는 

일  읽기를 비한다. 응신 처리 과정은 클라이언트

의 CIS가 일  읽기 비 완료되었음을 Cs_FTS

에 통보하면, Cs_FT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L을 

통해 서버의 Sns_FTS에 일  읽기 비 완료를 

통보하고, Sns_FTS는 이를 최종 으로 OM_S에 

달한다. 이후 데이터 송 처리 과정이 처리 되며, 서

버의 OM_CU가 Sns_FTS에 데이터 읽기를 요청하면, 

Sns_FT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L을 통해 클라이

언트의 Cs_FTS로 데이터 읽기를 요청하고, Cs_FTS

는 이를 CIS로 달한다.  CIS가 데이터를 읽어 

Cs_FTS로 달하면, Cs_FT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L을 통해 서버의 Sns_FTS에 데이터를 달한다.  

Sns_FTS가 OM_CU에 데이터를 달하면, OM_CU

는 이를 OM_FA에 달하면서 쓰기(기록)을 명령하

면, OM_FA는 달받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결과를 

OM_CU에 통보한다.

데이터 송 종료 처리 과정은 CIS로부터 Cs_FTS

와 Sns_FTS를 통해 OM_CU로 달되는 데이터에는 

일의 최종 데이터임을 알리기 한 정보가 수록되

어 있다. 서버의 OM_CU가 OM_FA에 쓰기 종료를 

명령하고, Sns_FTS로 일 닫기를 요청하면, 

Sns_FTS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L을 통해 클라이

언트의 Cs_FTS로 일 닫기 요청을 달한다.  그러

면, Cs_FTS는 CIS에 일 닫기를 명령한다. 이후 

송 완료 응답 처리를 해서 클라리언트의 CIS가 

일 닫기 완료 응답을 Cs_FTS로 달하면, Cs_FT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L을 통해 이를 서버의 

Sns_FTS로 달한다.  그러면, Cs_FTS는 OM_CU를 

통해 OM_S에 일 송 완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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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망 분리 가입자 부가서비스 제공 방

법을 제시하 고, 망 분리된 가상환경 망에서 출장자

가 출장을 가는 경우 일이 송처리 될 수 있도록 

VM의 가상환경 설정을 통하여 부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처리 할 수 있다[8-9].  

본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서버에서 다양한 자원에 

한 가상화 기술을 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

며, 향후 좀 더 지능화된 랫폼과 연동되는 다양한 

데이터 패턴을 분석 반 하는 진일보된 시스템으로 

발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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