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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시스템은 특히 다수의 호스트 컴퓨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

되어 운영체제 설치 및 업그레이드 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의 설치시작 확인과

정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하드웨어의 문제나 관리자의 소홀로 인한 
운영체제의 반복설치 문제점이 있어 실 서비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HCP 프로토콜 변경을 통한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 제어방법 및 시스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호스트정보를 자동추가하고 관리자의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설치대기모드 
전환단계를 거쳐 실 서비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한다.  

 

1. 서론 

다수의 호스트 컴퓨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환경에

서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신규설치 및 운영체제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설치 또는 업그레이드가 요구되

는 경우 관리 호스트에 의하여 원격에서 운영체제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 원격 자동

설치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시스템에서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동시에 신규 설치하거나 호스트에서 바이러스나 크레

킹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체제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일이 하나의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대하여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할 필요 없이 
관리 호스트에 의한 원격 제어에 의하여 운영체제의 
손상을 복구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여 생산성 및 보안

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운영체제의 원격 네트워

크 설치 방법은 다수의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으나, 운영체제 원격 자동 설치 
시 관리자의 설치시작 확인과정 없이 자동으로 진행

되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클라이언트 호스트

가 이미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
태에서, 하드웨어 문제나 디스크 fail 로 인하여 정상

적으로 운영체제가 로드되지 않아 재부팅이 이루어지

는 경우 다시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운영체제가 반복 
설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 및 확인 부
재 등으로 인하여 운영체제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상

태에서 바이오스 설정이 네트워크 부팅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 또한 운영체제가 반복 설치

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HCP 프로토콜을 변경하여 관리 호스트가 바로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운영체제를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대기 모드를 거쳐 관리자의 제어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일시적인 하드웨어적 결함이나 
잘못된 바이오스 셋업에 따라 네트워크 부팅이 설정

되어 운영체제가 반복 설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치 대기상태 전환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운영체제의 반복설치에 대

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안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관련연구로 

종래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

고, 3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HCP 프로토콜 
변경을 통한 원격 자동설치 제어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 및 향
후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연구 

운영체제 원격 설치 자동화 방법에 있어 PXE Boot 
기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카드가 있고 케이블이 연결

된 상태라면 CD 한 장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

서 자동으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구
축된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시스템은 대량의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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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기업에서 현재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종래 시스템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종래 시

스템은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서버

와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를 포함하는 
관리 호스트와 PXE 서버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호스

트로 구성된다. 

 
 (그림 1) 종래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시스템 

상기 DHCP 서버는 PXE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IP
주소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PXE 서버는 네트

워크 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TFTP 서

버는 운영체제의 소스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체제의 원격 설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치대상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인터넷 주소를 할당 받아야 함
으로, 설치대상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장착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Network Interface Card)
의 맥 어드레스(MAC Address)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

야 한다.  
 관리 호스트는 우선 웨이크-온-랜(Wake-On-Lan)을 이
용하여 원격지의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파워온(Power-
On)시킨다. 파워온 된 원격지의 클라이언트 호스트는 
관리 호스트의 DHCP 서버를 탐지하고, 관리 호스트의 
DHCP 서버는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PXE 서버에 IP 주

소를 할당한다. 이후, IP 주소를 할당받은 클라이언트 
호스트는 관리 호스트의 TFTP 서버에게 bstrap.0 파일

을 요청한다. 관리 호스트의 TFTP 서버는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bstrap.0 파일을 전송한

다.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 호스트는 원격 설치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관리 호스

트에 설치 이미지(Installation Image)를 요청하고, 이 요
청에 응답하여 관리 호스트가 클라이언트 호스트에게 
설치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한 절차로서, 상기 TFTP
가 배포판 CD 이미지를 마운트 또는 적당한 디렉토리

에 복사한 후 엑스포트(export)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일례로, RedHat Linux 배포판에서는 ‘/kickstart/’ 
디렉토리 아래에 각 클라이언트 호스트별로 ‘<host IP 
Address>-kickstart’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작성한다. 이
와 같은 과정이 완료된 후, 설치할 클라이언트 호스

트의 바이오스 설정에서 네트워크 부팅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재부팅을 하게 되면 설정된 커널과 램디스

크로 부팅이 되어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운영체제의 원격 네트워크 설치 
방법은 다수의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으나,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시 클라이

언트 호스트가 이미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운영체제

가 설치된 상태에서, 하드웨어 문제나 디스크 fail 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체제가 로드되지 않아 재부팅

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시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운영

체제가 반복 설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 및 확인 부
재 등으로 인하여 운영체제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상
태에서 바이오스 설정이 네트워크 부팅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 또한 운영체제가 반복 설치

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종래기술에서는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운

영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치할 클라이언

트 호스트의 MAC Address 정보를 관리 호스트가 알
고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보를 미리 수동으로 관
리 호스트에 입력해야 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번거로

움이 있었다. 
 더불어,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운영체제 설치가 정상

적으로 완료된 경우 관리 호스트가 아닌 관리자가 일
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각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바이오스 세팅을 변경하여 네트워크 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3. 제안한 원격 자동설치 제어방법 및 시스템 

3.1 제어시스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

치 제어시스템은 다음의 동작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그림 2) 설치 제어시스템 동작 과정 

최초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설치요청단계는 클라이

언트 호스트의 파워를 ON 하여 PXE 프로토콜을 지원

하는 네트워크 카드를 동작시키거나, 관리 호스트에

서 Wake-On-Lan 신호를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전송하

여 원격 기동하도록 하여 네트워크 부팅이 이루어진

다. 이후,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MAC Address 정보 및 
설치요청시간 등에 대한 등록정보를 관리 호스트가 
DHCP 서버에 자동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관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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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치요청이 이루어진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상기 등록정보를 통해 알리는 설치요청 호스

트 자동 등록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 종래에 관리자가 일일이 설치 요청 대상의 클
라이언트 호스트 MAC Address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

하여 발생하는 번거러움 및 상기 관리 호스트의 서버

에 입력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입력오류를 방
지하여 편이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등록 단계가 완료되면 관리 호스트는 

바로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
고, 대기 모드를 거쳐 관리자의 제어에 따라 클라이

언트 호스트가 일시적인 하드웨어 결함이나 잘못된 
바이오스 셋업에 따라 네트워크 부팅이 설정되어 운
영체제가 반복 설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치 대기상태 전환단계를 거치도

록 하여, 불필요한 운영체제의 반복설치에 대한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기모드는 관리 호스

트가 DHCP 프로토콜을 변경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호
스트에게 IP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현

될 수 있다. 
이후,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정상적인 운

영체제 설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 호스트

는 관리자의 입력정보에 따라 상기 등록정보를 근거

로 DHCP 서버가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IP 할당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설치제어 단계를 거친다. 
 

 
 

(그림 3) 설치 제어시스템 구성도 

3.2 제어방법 및 구현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체제 원격 자동

설치 제어 방법은 운영체제의 설치를 제어하는 관리 
호스트가 PXE 를 통한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 운영체

제가 설치될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파악하는 제 1 단계, 
클라이언트 호스트로부터 설치요청 메시지를 수신하

는 2 단계, 관리 호스트가 설치 요청 메시지에 대한 
패킷을 저장하고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정보를 자동으

로 생성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3 단계, 상기 정보의 
생성을 근거로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설치요청 메시지

에 대한 응답 메시지 전송 스텝을 지연하는 제 4 단계, 

관리 호스트가 관리자의 입력정보를 수신하여 클라이

언트 호스트에 IP 를 할당하여 운영체제의 커널 이미

지를 전송하는 제 5 단계로 구성된다. 
 제 1 단계는 관리 호스트가 DHCP DISCOVER Message
를 수신 하여 설치 요청 호스트를 파악하며, 관리 호
스트가 DHCP OFFER Message 를 발신하여 DHCP 프로

토콜을 통한 연결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리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 2 단계는 관리 호스트가 클라이언트 호
스트로부터 PXE 가 지원하는 DHCP 프로토콜로 연결

하기 위한 요청 메시지인 DHCP REQUEST Message 를 
수신한다. 제 3 단계는 관리 호스트가 수신한 DHCP 
REQUEST Message 패킷을 파일로 설치 정보를 남겨 
클라이언트 호스트에게 IP 를 할당하는 DHCP 서버에 
저장한다. 제 4 단계는 표준 DHCP 프로토콜을 변경하

여 DHCP REQUEST Message 를 bad request 로 처리하

고 DHCP ACK Message 의 전송을 방지하여, 클라이언

트 호스트가 제 1 단계로 회귀하도록 한다. 제 5 단계

는 관리 호스트가 관리자의 입력정보를 근거로 DHCP
프로토콜의 메시지 타입을 새롭게 추가하여 인터페이

스를 만들고, 대상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대한 설치 
정보를 읽어 비로소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DHCP ACK 
Message 를 발신하여 DHCP 서버에 의한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IP 할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IP 할당을 통
한 클라이언트 호스트와의 연결이 완료되면, 커널이

미지 및 Kickstart 설정파일을 대상 클라이언트 호스트

에 전송하여 네트워크 부팅을 통한 운영체제의 설치

가 진행되도록 한다. 

 
(그림 4) 설치 대기모드 구현 흐름도 

3.3 제어시스템 실행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Inter 3GHz, RAM 1G 환경에 운영체

제 리눅스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개발 언어로 C, Perl
를 사용하였다. 또한 Kickstart 구성파일을 웹에서 생
성할 수 있는 Kickstartweb 이라는 툴을 커스터 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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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가 구현하였다.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설치과

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iLO(Integrated Lights-Out)를 
지원하는 서버로 테스트 하였다. 

 
3.3.1 클라이언트 호스트 설치요청 및 대기모드전환 

설치 요청하였으나 바로 진행되지 않고 대기한다. 
즉, IP 할당을 받지 못한다.  

 
(그림 5) 설치 대기 화면 

3.3.2 호스트 자동등록 및 관리자 제어 

설치요청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MAC Address 및 설
치요청시간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관리자에

게 알린다. 관리자는 설치요청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설치하고자 하는 호스트라

면 설치시작 액션(관리자 제어)을 취하여 설치를 진행

한다. 

 
(그림 6) 호스트 자동등록 및 제어화면 

 
3.3.3 클라이언트 호스트 자동설치 

 관리자의 제어를 받은 클라이언트 호스트는 비로소 
IP 할당을 받고 설치를 시작한다. 설치의 전 과정은 
미리 구성된 Kickstart Config 프로필에 의해 설치되어 
수작업이 필요 없다. 만약 설치성공여부를 알고 싶다

면 Post-installation Script(%post)를 통한 명령어호출을 
통해 설치성공 리턴 값을 다른 서버로 전송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설치시작 화면 

 
(그림 8) 설치완료 화면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시스

템의 설치시작 확인 과정 없이 설치진행 및 반복설치

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더불어 수동으로 호스

트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증
대 하기 위해 DHCP 프로토콜 변경을 통해 호스트 자
동등록과 설치 대기모드를 제공하여 관리자가 설치를 
제어할 수 있는 운영체제 원격 자동설치 제어방법 및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이로 실 서비스환경

에 적용할 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향후 연후로는 PXE timeout 에 따른 네트워크부팅 재
시도 지연방법을 연구하여 부팅정보가 있는 서버의 
재설치 시 timeout 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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