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 (2018. 1)

133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두 개의 단말이 클라우드나 외장형 메모리 없이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한다. 제안한 방법은 NAT로 나눠진 두 단말사이의 송수신을 위하여 TCP- Relaying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송수신을 하여 신뢰도는 높이면서 간단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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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PC와 이동통신 단말 사이의 데이터교환은 외장형 메모리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한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외장형 

메모리는 항상 메모리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공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 정보를 공용 컴퓨터에 남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두 개의 단말이 클라우드나 외장형 

메모리 없이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NAT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란 사설망(Private 

Network)에 위치하는 단말이 공중망(Public Network)과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호간에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의미한다[1]. 

NAT은 IPv4의 고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나온 방안이지만 패킷이 

NAT를 통과하여 각 단말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 

이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NAT장비에서는 사설망에 

위치하는 단말들의 패킷 전송을 위하여 DMZ(Demilitarized zone) 

또는 포트포워드 등의 설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1.2 NAT 통과 기법

데이터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AT통과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NAT 통과 기법(NAT Traversal)은 

Relaying, Connection Reversal, Hole Punching 등이 있다[2].

첫 번째 Hole Punching 방법은 서버를 통해 양 단말이 자신과 

보내하는 곳의 공인 IP주소를 얻고 NAT에 할당된 공인IP와 나눠진 

사설 IP의 맵핑 정보가 남아있는 시간을 이용해 양 단말사이에 패킷을 

송수신하는 기법이다. 단 두 단말이 NAT 종류 중 통신 시도 때 

마다 매번 매핑주소가 달라지는 Symmetric cone 방식일 경우에는 

되지 않고, 그 외에도 NAT구성에 따라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3].

두 번째 Connection Reversal 방법은 위의 Hole Punching의 

방법에서 두 단말 중 어느 한 단말이 공인 IP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방법이다.

세 번째 Relaying 방식은 공인 IP에 연결된 서버를 통해 단말사이에 

통신하는 기법으로, 어느 NAT 구성이라도 단말사이에 패킷을 주고받

을 수 있다[4].

III. The Proposed Scheme

3.1.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상 연결된 두 단말이 TCP-relaying 기법을 

활용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Relaying방식은 NAT에 의해 패킷 받기가 안될 때 패킷을 주고받

을 수 있는 대리자를 설정하여  패킷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제안하는 

방식은 파일전송 준비단계와 전송 단계로 나뉜다.

파일 전송 준비 단계는 파일 송수신전에 두 단말이 서버와 연결되는 

단계이다. 단말1과 단말2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있는 이동통신 단말 

또는 PC이다. 송신측인 단말1이 파일을 선택한 후 서버에 빈 패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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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어 자신의 정보를 서버에 알려준다. 서버는 패킷의 분석을 통해 

단말1의 공인 IP와 포트번호를 알아낸다. 그 후 수신측인 단말2에서도 

단말1처럼 서버에 빈 패킷을 보낸다. 서버는 단말1때와 동일하게 

패킷을 분석하여 단말 2의 정보를 파악한다. 서버에서 Relaying을 

위한 단말 1,2의 정보 수집이 끝났다면 두 단말에 이를 알리면서 

전송 준비가 끝난다.

Fig. 1. System Flowchart 

파일 전송 단계에서는 두 단말간의 파일 송수신이 진행된다. 알림을 

받은 단말1은 서버에 파일명을 알리고 서버는 단말1에서 보내온 

파일의 이름을 단말2에게 전송하면 실제로 파일의 전송이 시작된다. 

단말1이 선택한 파일을 서버에 전송하면. 서버는 단말2에 받은 패킷을 

그대로 전송한다. 단말2는 서버에서 받은 패킷을 파일로서 써내려가

며, 파일의 끝을 알릴 때까지 이는 계속된다.

3.2. 구현

구현한 환경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분 상세

송신 단말1 가정LAN에 연결된 win10 PC

수신 단말2 외부NAT아래의 Android스마트폰

서버 구글 가상서버 우분투 14LTS

Table 1. Experiment environment

송수신 단말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은 모두 java로 구현하였다.

Fig. 2. Client 1 Program-server IP

Fig. 3. Client 1 Program-file attach

Fig. 4. Client 2 Program

송신측의 단말 1의 [그림 2]창에서 send버튼을 누르고 [그림 3]의 

창에서 송신하려는 파일의 선택 후 send버튼을 누르면 서버에서 

단말1의 정보를 얻고 단말2의 정보에 대해 대기가 들어간다. 구현 

환경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가상 서버에서는 공인IP주소 변경이 

생긴다. 따라서 구현단계에서 [그림 2]와 같이 첫 번째에 서버의 

주소인  “107.167.184.165” 를 적는 것을 추가하였다. 만약 서버IP가 

고정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단계는 필요 없다. 그 후 수신측인 스마트폰

에서 [그림 4]에서의 Receive버튼을 누르면 준비 단계는 끝이 난다.

Fig. 5. Client 2 Program

파일의 전송단계에 들어가면 [그림 5]처럼 수신측에서는 특정 폴더

가 생성되고, 폴더 안에 전송한 파일이 저장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TCP-Relaying 방법을 활용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OTG 메모리나, 클라우드 접속 

없이 파일 송수신이  가능하며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단말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단말들 사이에서도 

파일 송수신이 가능하다. 향후 다중접속 기능과 다중 접속 시 생길 

서버에 대한 과부하 현상을 막기 위한 TCP Hole Punching 단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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