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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향후 IPv6로의 주소 체계 환,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 발 , 개인 정보 보

호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서버 심의 포털 서비스들이 개인용 포털(personal portal) 

심의 인터넷 서비스로 진화해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서비스 의 하나인 인터넷 디스크 서비스의 비 은  더 요해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IPv6에서 더욱 필요성이 증가하는 동  DNS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용 

포털을 지향하는 인터넷 디스크 시스템의 설계  구 에 해 연구한 것이다.

1. 서론

기존의 DNS는 정 으로 고정된 IP(Internet 

Protocol) 주소만 기억하 으나, 고속 인터넷 서비

스가 도입되면서 수시로 변경되는 유동 IP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 IP 주소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엇다. 첫번째 이유로는 도메인명(Domain 

Name)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도메인명으로 가입자 

컴퓨터를 검색할 수 없고, 둘째로는, 가입자 컴퓨터

에 부여된 IP 주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에서 IP 주소를 통해 가입자 컴퓨터에 근하는 것 

한 불가능하다[3,4].

인터넷 서비스를 해 서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

우, 웹 호스 을 이용한다. 용선을 사용하는 서비

스 제공자의 서버들을 통해 일부의 디스크 공간을 

할당받아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경

우 일상 인 사용에는 별 불편함이 없지만 서버가 

가입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많은 제약을 가질 수 밖

에 없다. CGI, 데이터베이스 등의 사용에 제약이 다

르고, 새로운 로그램을 설치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 가입자는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일 뿐 슈퍼 유 가 아니기 때문이다.

값비싼 용선을 통한 고정 IP 주소를 부여받는 

신에 유동 IP 주소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동  DNS(Dynamic DNS)[1]이

다. 본 연구의 DDNS 서버 시스템[2,6,7]은 web 

server, name server, DB server로 구성되고, 이 서

버 시스템을 통해 xSP(Any Service Provider)가 인

터넷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xSP 서비스는 DDNS 서

버 시스템을 통해 웹 상의 사용자들에게 제공된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은 본 연구의 DDNS 서버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 향후 IPv4에서 IPv6로의 주소 체계 환, 인

터넷 서비스의 기술 발 , 개인 정보 보호 추세 등

을 감안할 때, 기존 서버 심의 포털 서비스들이 

개인용 포털(personal portal) 심의 인터넷 서비스

로 진화해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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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서비스 의 하나인 인터

넷 디스크 서비스의 비 은  더 요해 질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IPv6에서 더욱 필요성이 증

가하는 동  DNS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용 포털

을 지향하는 인터넷 디스크 시스템에 한 연구한 

것이다.

제2 에서는 재 상용 인터넷 디스크 서비스에 

한 분석을 하 고, 제3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개인용 포털을 지향하는 인터넷 디스크의 기능, 

설계 원칙, 시스템 구조, 하부 시스템 등에 하여 

기술하고, 제4 에서는 일 송수신 로토콜  송

수신 차에 하여 기술하고, 제5 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련 연구

재 사용되고 있는 IPv4 주소의 포화를 해결하기 

해 제안된 새로운 IP 주소 체계인 IPv6는 IETF의 

공식규격으로, 차세  인터넷 통신 규약이라는 의미

에서 IPng(IP next generation)라고도 한다. IPv6의 

주소표 법은 16비트 8개 항목으로 구성(X: X: X: X: 

X: X: X: X:)되어 총128비트이고, 각 항목은 4개의 

16진수로 표 된다. 를 들면,  

21DA:00D3:0000:2F3B:02AA:00FF:FE28:9C5A 

와 같이 표 되며, 0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표 하

면, 21DA:D3:0:2F3B:2AA:FF:FE28:9C5A이다.

이처럼 IPv6 방식은 128비트의 주소체계를 가지고 

있어, 훨씬 복잡하므로 이 주소를 기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주소 체계에서 유

동 IP를 사용하는 경우, DDNS의 역할이 더욱 요

해지는 것이다. IPv6와 DDNS 시스템을 연동시키면, 

언제 어디서든지 호스트의 도메인명을 이용하여 

IPv6로 부여된 호스트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디스크란 PC의 하드디스크처럼 용량 

장기능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

터넷 사용자들이 요한 자료의 백업 수단으로 활용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서 빈번한 공동 작업

의 자료를 공유할 목 으로 이용하고 있다. 를 들

어, 학에서 보고서나 학습자료 교환 등에 사용하

기도 하고, 용량 엔터테인먼트 자료를 교환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웹상에서 특정서

비스 업체로부터 일정량의 디스크공간을 할당받아 

웹상에서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표 인 인터넷 디스크 사이트로는 란의 아이

디스크[10], 데이콤의 웹하드[11], 그 텍의 팝폴더

[12]등이 표 이다. 각 사이트는 기능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거의 유사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도

우의 탐색기를 이용하여 일을 리하듯이 사용자

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자체 

어 리 이션 로그램이 웹상에서 실행된다. 데이

콤의 웹하드는 이 기능을 포함하여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을 업/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

들은 공통 으로 여러 사람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

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넷 디스크는 특정 서버 심의 포

털에서 제공하는 디스크 용량을 서비스받는 방식과 

달리, 개인용 PC에 개인용 포털을 구축하여 이를 통

해 웹상에서 인터넷 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3. 동  DNS 기반의 인터넷 디스크

상용 서비스들과 다른 본 연구의 특징은 동  

DNS 기반의 개인 포탈을 지향하는 근 방식을 취

하고 있다는 이다. 다수 서버 심의 물리  디스

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집이나 사

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일반 PC를 자신

의 인터넷 디스크 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이

다.

3.1 설계 원칙

개인용 포털을 지향하는 근 방식에서 인터넷 디

스크 설계시 주요 원칙으로 사용자 편의성에 비 을 

두고, 인터페이스 부분이나 기능들을 설계하 다. 이

러한 사항 반 시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도우즈 탐색기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

다.

구  언어를 선정시, JSP와 같은 언어로 작성된 

웹 인턴페이스는 일의 업/다운로드가 번거로워 

이를 지양하 고, 자바 어 리 이션의 경우 속도의 

문제가 있어 이 한 채택하지 않았다. 로그램 실

행 속도나 도우 환경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Visual C++로 구 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포의 용이

성을 하여 ActiveX 로그램으로 제작하게 될 것

이다[9].

3.2 개인용 인터넷 디스크 시스템 구조

인터넷 디스크 시스템의 동작 환경을 보면, 인터

넷 디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xSP, 웹 라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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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xSP의 인터넷 디스크를 근할 수 있는 

ActiveX 클라이언트, xSP에 도메인명, 속자 목록 

등을 제공하는 동  DNS 시스템이 상호 작용을 하

게 된다.

그림 1 인터넷 디스크용 xSP의 동작 환경

xSP 로그램

인터넷

디스크부

일송수신

DDNS Server System

BJR_daemon

ActiveX

로그램다운

속성값 교환

이 환경에서 xSP는 기존의 동  DNS부, 원격 모

니터링부에 추가된 인터넷 디스크부로 구성되고, 다

시 인터넷 디스크부는 일 송수신부, 환경설정부, 

디 토리/ 일 리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인터넷 디스크의 부시스템

xSP의 인터넷 디스크부 

환경설정부 일송수신부
디 토리/ 일 

리부

서로 다른 컴퓨터간에 일을 주고 받는 일 송

수신부는 외부에서 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경우 이 기능을 통해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환경설

정부는 인터넷 디스크를 구동하기 한 속성들을 설

정한다. 주로 인터넷 디스크를 시작  종료하게 되

며, 도메인명, 포트번호, 공유암호, 내폴더, 공유폴더

를 설정한다. 도메인명 선택은 동  DNS에 의해 바

인딩된 이름 목록을 Web server로부터 가져와 xSP

에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xSP와 Web server의 연동을 좀더 세부 으로 기

술하면, xSP는 재 운 되는 것과 동일하게 Web 

server의 BJR_daemon과 통신하며 인터넷 디스크를 

리한다. 인터넷 디스크를 시작/종료, 도메인명 요

청, 속자 목록 등과 같은 요구 사항들에 해 

BJR_CODE가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 데이터 값이 

덧붙여 하나의 명령이 완성된다. Web server의 

BJR_daemon은 이 명령을 받아 그에 합한 하  

핸들러를 호출한다. BJR_daemon은 경우에 따라 

Name server나 DB server와 통신하고, 처리된 값들

은 다시 BJR_daemon을 통해, xSP로 송되고, xSP

는 그 값을 분석하여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디 토리/ 일 리부는 xSP에서 시작한 인터넷 

디스크 서비스에 속하는 사용자가 디 토리를 생

성한다든지, 경로를 바꾸는 등의 일 련 작업 요

구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3 인터넷 디스크 인터페이스

xSP의 인터넷 디스크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xSP의 인터넷 디스크부 인터페이스

① ②

③

1번 부분은 인터넷 디스크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속성들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도메인명, 공유암호, 

포트, 폴더를 설정하게 된다. 2번 부분은 재 인터

넷 디스크에 속하고 있는 사용자 목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3번 부분은 재 상황에 한 정보를 제

공하는 부분으로 일의 송 상황을 알려 다.

xSP에서 인터넷 디스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웹

라우 를 통해 근가능해 지는데, 이때 근하기

한 로그램을 Web server로부터 다운받아 실행하

게 된다. 이 로그램을 실행하여, 근하고자 하는 

도메인명과 공유 암호를 입력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터넷 디스크를 근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

자는 내폴더, 공유폴더에 읽기/쓰기가 가능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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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속자일 경우 공유 폴더만 읽기 가능하게 된

다. 리자의 경우 속 기능이 별도로 제공되고, 

리자 모드로 근할 수 있다. 

4. 일 송수신 로토콜

xSP에서 정의된 폴더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웹

라우 에 러그인된 로그램사이에 일이 송수

신 로토콜을 구 하 으며, 일 송수신 차를 

정의하 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에서 xSP 서버로 일 송 

차를 순번에 따라 보여 다. 여기서 순번 3과 4는 

일 송 종료까지 반복한다.

순번 flag sub_flag1
sub_flag

2
data

1
TRANS_INF

O
일의 크기 2 일이름

2
TRANS_RE

PLY
0 사용안함 사용안함

3
TRANS_DA

TA

지  패킷에 

실려 있는 

데이터 크기

사용안함
일 

데이터

4
TRANS_RE

PLY

지  까지 

받은 데이터의 

총 사이즈

사용안함 사용안함

5
TRANS_

COMPLETE
2 사용안함 사용안함

의 송 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RANS_INFO

TRANS_REPLY

TRANS_DATA

TRANS_REPLAY

TRANS_COMPLET

E

클라이언트 서버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향후 IPv6로의 주소 체계 환, 인

터넷 서비스의 기술 발 , 개인 정보 보호 추세 등

을 감안할 때, 기존 서버 심의 포털 서비스들이 

개인용 포털(personal portal) 심의 인터넷 서비스

로 진화해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서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서비스 의 하나인 인터

넷 디스크 서비스의 비 은  더 요해 질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IPv6에서 더욱 필요성이 증

가하는 동  DNS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용 포털

을 지향하는 인터넷 디스크 시스템에 한 연구한 

것이다.

재까지의 연구는 인터넷 디스크에 한 설계 원

칙을 수립하고 인터넷 디스크의 기능  일 송 

로토콜을 정의하 다. 이들 기능에 한 하부 클

래스는 설계/구 하고 있는 이며, Visual C++ 언

어를 이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아직 미구 된 부분

에 한 구  작업과 테스트, 동  DNS 서버 시스

템과 연동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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