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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및 그방법

요약

본 발명은 TFTP(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새로운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하나의 서버에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하

여 동시에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System)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제 1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

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임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

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계; 제 2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

시지를 전송하는 제 3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아님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

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단계; 상기 서버는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한 후에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5단계; 및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상기 제5 단계부터 반복수행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TFTP, 브로드캐스팅, Broadcast, FTP, 확장된 메시지, 옵션, 블록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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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파일전송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이용하기 위해 재정의된 읽기 요청(RRQ) 메시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b는 도 2a의 메시지 포맷에 실제 수치를 적용한 경우의 도면,

도 3a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서버 시스템이 전송하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OACK) 메시지의 구조도,

도 3b는 도 3a의 메시지 포맷에 실제 수치를 적용한 경우의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의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에서 오류 발생시의 처리 과정을 나

타내는 순서도,

도 6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이용하기 위해 재정의된 읽기 요청(RRQ) 메시지에 실제 수치를 적용한 경우의 도면,

도 6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이용하기 위해 재정의된 서버 시스템이 전송하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OACK) 메시지에

실제 수치를 적용한 경우의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의 순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서버 시스템 11 : 이더넷

12 : Internet Protocol 13 : TCP/UDP

14 : TFTP 서버 20a~20n : 클라이언트 시스템

21a~21n : 이더넷 22a~22n : Internet Protocol

23a~23n : TCP/UDP 24a~24n : TFTP 클라이언트

50 : 서버 51a, 51b : 클라이언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System; 이하에서는 "TFTP System"이라고 한다)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TFTP)에 새로운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하나의 서버

에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하여 동시에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

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는 파일이라는 단위로 표시되며 시스템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파일 또는 파일의 일

부를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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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에서, 어느 한 시스템의 사용자가 다른 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자신의 시스템으로 전송받거

나 자신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한 시스템으로 전송하고자 할 경우, 즉 시스템간에 서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이들 시스템들이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프로토콜이다.

이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러한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을 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며, 보통은 하나의 서버시스템에 다수의 클라이언트시스템이 연결된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TCP/IP(Transfer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이며, TCP/IP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FTP(File Transfer Protocol), Telnet(Terminal Emulation Protocol),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등이 있다.

여기에서 파일전송프로토콜(FTP)의 목적은, 한 파일이나 파일의 일부분을 FTP 사용자의 명령하에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대부분 FTP는 온라인 사용자에 의해 대화식으로 사용된다. FTP사용자의 통신은 운영체제에 의해 중재되며, 이 운영체제

는 입출력(I/O) 구동기를 갖고 있다. 만일 시스템 A의 사용자가 시스템 B의 파일을 액세스하고자 하면, A의 FTP는 B의

FTP와 연결을 설정한다. 이는 물론 논리적 연결이며, 제어정보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실제 경로는 프로토콜 스택의 각

레이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은 FTP의 일종으로 FTP보다 단순하고 작은 코드만으로 구현되도록 설계되

어, 읽기 전용 메모리(ROM)에서 쉽게 구현되고, 디스크 없는 시스템에서 운영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프로토콜로서

흔히 사용되어진다.

일반적으로, FTP는 TCP를 사용해서 신뢰성있고, 연결지향적인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 수신하는 프로토콜이다. 반면,

TFTP는 UDP를 사용하는 비연결형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서, 라우터가 설정파일과 IOS 이미지를 받아올때 주로 사용되

며, 보안에 대한 옵션이 없어서 FTP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게 된다.

TCP와 UDP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전송의 차이점에 알 수 있는데, TCP는 언급한대로 연결지향의 신뢰성 있는 프로

토콜로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흐름을 제어하게 된다.

또한, TCP는 순서번호와 승인번호를 이용해서 제어하게 되는 것인데, TCP는 ACK(acknowledgement)를 받지 못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보내게 되며, 데이터를 받았다는 신호가 들어와야 다음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데이터 전송

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UDP에서는 TCP처럼 데이터가 잘 도착했는지 검사하는 기능(checksum)이 없으므로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결을 맺지 않으므로 컨트롤 프레임을 전송할 필요가 없어 네트워크의 부하가 줄어들게 된다.

그 대신 UDP에서는 확인절차나 흐름제어가 없는 대신 응용프로그램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 주어야 하며, 단방향 전송이라

고 생각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데이터의 도착을 알리는 ACK 부호의 재전송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TFTP 프로토콜은 소형 파일 전송을 위해 오래 전에 고안된 것으로 인터넷 FTP에 비해 구현하기 쉽고 서버

-클라이언트(Server-Client)구조로 되어 있고 IP/UDP를 사용하며, 해당 규약은 IETF RFC1350 에 정의되어 있다.

이 규약은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에서 파일 전송이 용이한 점 때문에 수많은 시스템들이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512 byte의 고정전송, 블록 최대 크기(block max size)가 65535 개라는 제약 때문에 약 32 Mbytes 이상은 전

송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약 사항의 극복을 위해 추후에 옵션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 기능 중에는 데이터 전송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더욱 이용가치가 높아졌다. 이 내용은 RFC 2347 TFTP Option Extension, RFC 2348 Blocksize Option으로 표

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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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FC2090 에는 멀티캐스트(Multicast)용 옵션을 두어 멀티캐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RFC2090은

Experimental 버전으로서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고, 서버의 구현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

현재 TFTP 서버-클라이언트(server-client) 프로그램은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Berkeley Software

Design), UNIX, Linux 계열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고 Window계열에서도 프리웨어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

이 있다.

이 TFTP 규약은 네트워크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PC 혹은 많은 시스템(네트워크 기능

을 가진 거의 모든 장비들)들이 맨 처음 OS 없이 기본 부팅하여 패키지를 다운받아야 하는 경우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TFTP 규약은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1:1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버로부터 파

일을 전송받는데는 적합하지 않다.

PC 클러스터링(clustering) 환경이나 한 장비가 여러 모듈로 이루어져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각 모듈들이 메인 모듈로부

터 기본 파일을 전송받아야 하는 등의 환경에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하나의 서버로 파일 전송을 시도하면 서버에서

는 모두 1:1 로 파일 전송을 시도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하고 파일 전송 오류 역시 증가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RFC2090에 멀티캐스트 TFTP가 정의되었으나 experimental 상태로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고 클라

이언트에서 구현하기에는 복잡하다.

RFC2090에서 정의된 멀티캐스트 기능에서는 전송시 사용할 멀티캐스트 IP 주소가 있어야 하고 클라이언트들은 다른 클

라이언트들이 파일 전송을 받는 중에 접속하게 되면 파일의 중간부터 받게 되므로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파일 블록 재조합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TFTP를 사용하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네트워크 기능이 구축된 상황이 아닌 초기 부팅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의 구현 프로그램들은 가장 단순동작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TFTP 기능에서 서버 프로그램은 복잡한 기능을 가지도록 개선되어도 문제 없으나 클라이언트로서의

TFTP 기능은 아주 단순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블록 재조합과 같은 기능을 처리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TFTP 클라이언트 기능은 블록(block) #(번호) 에 따라 데이터 패킷과 ACK 패킷을 순서대로 주고받으며 전송중

에 패킷이 유실되면 동작이 블록(block)되고 타이머에 의해 파일 전송 자체를 멈추거나 재동작하게 된다.

또한, RFC2090은 TFTP의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없을 가

능성도 많다. 하나의 장비에서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하나의 주요 부분이 TFTP 서버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

이 TFTP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면서 정상 동작을 위한 파일을 전송받는 경우에는 1:1로 모두 전송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

리거나 전송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멀티캐스트 그룹(multicast group)을 해석하여 동작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출된 것으로서,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TFTP 옵션을 정의하여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다중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버로 파일전송을 동시에 요청할 때 브로드캐스트를 이용

하여 파일을 전송해주므로써 멀티캐스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은, 브로드캐스팅

옵션이 포함된 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의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

시지가 수신되면,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마다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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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부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마스터 클라이언트 여부를 알려주는 확장자를 포함한 옵션 수용 여부 응

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 중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설정된 클라이언

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서버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소정시간 수신되지 않으면 다른 클라이언트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하여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새로

운 마스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특징이 있다.

상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 파일네임을 ASCⅡ 코드로 부

호화한 파일네임 필드; 전송모드를 정의하는 모드 필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위한 옵션 필드; 및 옵션필드의 밸류값

을 정의하기 위한 마스크 비트 필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서버 시스템이 전송하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 브

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위한 브로드캐스팅 필드; 및 마스크 비트와 포트번호 그리고 마스터 클라이언트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마스터 클라이언트의 설정 여부는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송하는 클라이언트로 선정할 수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은 제 1 클라이언트가 서

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

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임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계; 제 2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

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3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 마스

터 클라이언트가 아님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단계; 상기 서버는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한 후에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5단계; 및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상기 제5 단계부터 반복수행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는 상기 제 1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 수신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일정시간 동안 없으면 상기 제 2 클라이언트

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하는 제 7 단계; 및 상기 제 2 클라이언트에게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제 8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서버가 소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브로드캐스팅을 요청하는 확장 읽기 요청 메시지를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경우에, 새로운 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1:1로 처리하거나, 새로운 포트를 할당하여 브로드캐스팅하는 제 9 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서버에 문제 발생시 각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0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 옵션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

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면, 서버에서 해당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서버는 지원할

수 있는 기능만을 추가하여 클라이언트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송신하는 특징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은, 브로드캐스

팅 옵션 및/또는 블록사이즈 옵션이 포함된 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의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스터 클라

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마다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시스

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부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마스터 클라이언트 여부를 알려주는 확장자

를 포함하고 블록사이즈 정보가 추가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

중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설정된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해당 블록사이즈 단위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서버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소정시간 수신되지 않으면 다른 클라이언트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하여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새로

운 마스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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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 파일네임을 ASCⅡ 코드로 부

호화한 파일네임 필드; 전송모드를 정의하는 모드 필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위한 제 1옵션 필드; 옵션필드의 밸류값

을 정의하기 위한 마스크 비트 필드; 및 블록사이즈를 지원하기 위한 제 2 옵션필드와 블록사이즈 밸류 필드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 시스템이 전송하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 브

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위한 브로드캐스팅 필드; 마스크 비트와 포트번호 그리고 마스터 클라이언트 여부를 알려주기 위

한 필드; 및 블록 사이즈를 지원하기 위한 옵션 필드와 블록 사이즈 밸류 필드를 포함한다.

상기 마스터 클라이언트의 설정 여부는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송하는 클라이언트로 선정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은, 제 1 클라이언

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

라이언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임을 알려주고 블록사이즈 정보가 포함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

계; 제 2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3단계; 상기 서

버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아님을 알려주고 재정의된 블록사이즈 정보가 포함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단계; 상기 서버는 데이터를 재정의된 블록사이즈 단위로 브로드캐스팅 한 후에 상기 제1 클

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5단계; 및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상기 제5 단계부터 반복수행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는 상기 제 1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 수신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일정시간 동안 없으면 상기 제 2 클라이언트

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하는 제 7 단계; 및 상기 제 2 클라이언트에게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제 8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서버가 소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브로드캐스팅을 요청하는 확장 읽기 요청 메시지를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경우에, 새로운 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1:1로 처리하거나, 새로운 포트를 할당하여 브로드캐스팅하는 제 9 단

계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에 문제 발생시 각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0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 옵션 및/또는 블록사이즈 옵션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

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면, 서버에서 해당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서버는 지원할 수 있는 기능만을 추가하여 클라이언트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송신하는 특징이 있

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지닌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파일전송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적용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은 서버 시스템(10)과 다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20a~20n)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TFTP)에서 진행되는 파일전송과정을 서버시스템(10)과 하나의 클라이언트(20a)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버시스템(10)과 클라이언트 시스템(20a)은 네트워크(30)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파일(40)을 주고받는다.

이때, 서버시스템(10)에서 실행되는 TFTP 서버(14)와 클라이언트 시스템(20a)에서 실행되는 TFTP 클라이언트(24a)는

TCP/UDP중 UDP를 사용하여 IP(Internet Protocol)(12, 22a)를 이용한 이더넷(Ethernet)(11a)에서 실행된다.

TFTP 클라이언트(24a)는 내장된 시스템(20a)에서 실행되어 TFTP 서버(14)에 대한 연결을 시작한다. TFTP 클라이언트

(24a)는 TFTP 서버(14)와의 연결을 생성하기 위해, 읽기/쓰기 요청 메시지(RRQ:Read ReQuest/WRQ:Write ReQuest)

를 TFTP 서버(14)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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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TFTP 클라이언트(24a)는 TFTP 클라이언트측 TCP/UDP(23a)중 UDP 포트를 선택하고, 이 선택된 포트를 통해 자

신의 IP주소와 선택된 포트번호를 포함한 읽기/쓰기 요청 메시지(RRQ/WRQ)를 TFTP 서버(14)로 전송한다.

TFTP 서버(14)는 TFTP 서버측 TCP/UDP(13)중 역시 UDP 포트 69를 통해 상기 TFTP 클라이언트(24a)로부터 전송된

읽기/쓰기 요청 메시지(RRQ/WRQ)를 수신한다.

TFTP 서버(14)는 상기 요청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TFTP 클라이언트의 IP주소와 포트번호를 등록하고, 이 등록된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사용하여 요청 메시지 수신시와 동일 포트를 통해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ACK)를 TFTP 클라이언트

(24a)로 전송한다.

TFTP 클라이언트(24a)는 상기 기선택된 TFTP 클라이언트측 UDP(23) 포트를 통해 상기 TFTP 서버(14)가 전송한 응답

메시지(ACK)를 전달받으므로써 두 시스템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TFTP 서버(14)와 TFTP 클라이언트(24a)간 연결이 이루어지면, 상기 읽기/쓰기 요청 메시지(RRQ/WRQ)에서 TFTP 클

라이언트(24a)가 요청한 파일(40)은 상기 두 UDP 포트를 통해 두 시스템간에 전송된다.

파일(40)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TFTP 서버(14)와 TFTP 클라이언트(24a)의 연결은 계속되며, 전송이 완료되고 클라이

언트측이나 서버측에서 연결을 닫으면 TFTP 서버(14)와 TFTP 클라이언트(24a)간의 연결은 해제된다.

한편,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에 본 발명의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RFC

2347의 규약에 따라 새 옵션을 정의하고 메시지 형태를 재정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읽기 요청 메시지(RRQ)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연결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메시지

로서, 파일의 다운로드를 위한 요청 메시지이다. 이때 RRQ의 처음 필드의 OPC(OPeration Code)값은 1이 사용되고,

Filename은 가변길이의 문자열로 이루어지고, 전송 모드에 대한 정의 필드가 동반된다.

쓰기 요청 메시지(WRQ)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연결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메시지로서, 파일의 업

로드를 위한 요청 메시지이다. 이때 WRQ의 처음 필드의 OPC 값은 2가 사용된다.

한편,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의 OPC 값은 3이 사용되고, 데이터 블록 수신에 대한 응답(ACK) 메시지의

OPC 값으로는 4가 사용된다.

에러 발생시의 메시지 OPC 값은 5가 사용되며, Extension TFTP에서 RRQ와 WRQ 메시지에 옵션 추가시 OACK(Option

ACK: 옵션 수용 여부) 메시지의 OPC 값으로 6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이용하기 위해 재정의된 RRQ 메시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RRQ 메시지 구조는 오퍼레이팅 코드(OPC) 필드(31), 파일네임 필드(filename)(32), 모드(mode) 필드

(34), 옵션(Option) 필드(36), 마스크 비트(Mask bit)필드(38)로 이루어진다.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31)의 오퍼레이팅 코드의 밸류(Value)는 1이며, 파일네임 필드(32)의 파일네임은 가변길이의 문자

열로 ASCⅡ 코드로 부호화하며, 1바이트 필드(33)에 의해 종료점을 표시한다.

모드 필드(34)는 전송 모드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며, ASCⅡ모드인 경우에는 "netascii" 문자열이 사용되며, 2진파일인 경

우에는 "octet"가 사용되며, 1바이트 필드(35)에 의해 종료점을 표시한다.

옵션 필드(36)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정의된 필드로 옵션 문자열로 "broadcast"를 사용하며 1바이

트 필드(37)에 의해 종료점을 표시한다.

그리고, 마스크 비트 필드(38)는 브로드캐스팅 지원을 위해 새롭게 정의된 필드로 브로드캐스팅 옵션에 대한 밸류를 정의

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브로드캐스팅 주소에 의거하여 결정하여 클래스별로 8, 16, 24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브로드캐스트 모드로 파일을 전송하고 클래스 C에 속하는 경우, 도 2b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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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는 도 2a의 메시지 포맷에 실제 수치를 적용한 경우의 도면이다.

도 2b를 참조하면, 오퍼레이팅 코드로 1이, 파일네임으로 "foofile"이, 전송모드로 octet가, 옵션 필드에는 "Broadcast" 문

자열이, 마스크 비트로는 24비트가 정의되어 있다.

다음으로, 서버 시스템과 클리이언트간의 OACK 메시지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3a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서버 시스템이 전송하는 OACK 응답 메시지의 구조도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OACK 메시지는 오퍼레이팅 코드(OPC) 필드(41), 브로드캐스트 필드(42), 1바이트 필드(43), 마스크

비트 및 포트번호 그리고 마스터 클라이언트(Mask bit, Port, MC) 필드(44), 1바이트 필드(45)로 이루어진다.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41)에 오퍼레이팅 코드의 밸류(Value)는 6이며, 브로드캐스팅 필드(42)에는 "broadcast" 문자열이

정의되어 있으며, 1바이트 필드(43)에 의해 종료점을 표시한다.

마스크 비트 및 포트번호 그리고 마스터 클라이언트(Mask bit, Port, MC) 필드(44)는 브로드캐스팅 옵션에 대한 밸류를

정의하는 것으로, 서버 시스템(10)에서 정한 브로드캐스팅 마스크 비트(broadcast mask bit)와, UDP 포트 번호와, 마스

터 클라이언트 비트(Master Client bit)가 정의된다.

마스크 비트는 클라이언트(20a~20n)로부터 받은 읽기 요청 메시지(RRQ)의 값을 그대로 수용가능하면 그대로 하고, 다를

경우에는 서버 시스템(10)의 브로드캐스팅 주소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마스터 클라이언트(MC) 비트는 가정 먼저 읽기 요청 메시지(RRQ)를 보낸 클라이언트(24a~24n)를 마스터로 하여 1로 세

트하고, 나머지는 0으로 세트한다. 마스터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패킷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마스터 클라이언트는 가장 먼저 읽기 요청 메시지(RRQ)를 보낸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패킷에 대한 응답 메시지

를 보낸다. 나머지 클라이언트는 응답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RFC 2347에서 재정의된 옵션중 브로드캐스트용 UDP 포트로 1768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포트번호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OACK 메시지에 추가되어 클라이언트가 해설할 수 있도록 하며 서버에 의해 다른 포트 번호를 받을 수도 있

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브로드캐스트 옵션을 포함한 메시지(RRQ)에 대해 브로드캐스트 옵션을 수용하는 OACK 메시

지를 송신시, 브로드캐스트 모드로 파일을 전송하고 클래스 C에 속하고 포트번호를 1768을 사용하고, 상대편 클라이언트

를 마스터로 설정(1이면 마스터, 0이면 마스터가 아님)하여 전송하는 경우, 도 3b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참고로, 멀티캐스트 TFTP에서는 1758을 사용한다.

도 3b는 도 3a의 메시지 포맷에 실제 수치를 적용한 경우의 도면이다.

도 3b를 참조하면, 오퍼레이팅 코드로 6이, 브로드캐스트 옵션 필드는 "broadcast"이, 마스크 비트, 포트, MC 필드에는

"24,1768,1"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파일 전송 시스템이 구성되고 메시지 포맷이 정의된 상태에서 실제 파일

전송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작을 설명하기에 앞서 클라이언트 시스템(24a)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정의하며, 서버 시스템(10)이 마스터 클라이언트

(24a)로부터 읽기 요청 메시지(RRQ)를 받은 후에 다른 클라이언트(24b~24n)의 읽기 요청 메시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T"로 정의한다.

또한, 동작에 필요한 파라미터로 "Ts"는 서버 시스템(10)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마스터 클라이언트(24a)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타임아웃시간이며, 이 시간안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서버 시스템(10)은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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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작에 필요한 파라미터로 "n"은 서버 시스템(10)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24a~24n)에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재전

송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a"는 클라이언트 시스템(24a~24n)에서 서버 시스템(10)으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기다리는 여유 시간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클라이언트 시스템(24a~24n)의 기다리는 타임아웃 시간은 n*A가 서버 시스템(10)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24a~24n)을

기다리는 시간임으로 이보다 a만큼 크게 한다.

서버 시스템(10)은 마스터 클라이언트(24a)가 브로드캐스팅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받고자 "broadcast" 옵션 필드가 포함

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면, "broadcast" 옵션을 수용하는 OACK를 응답한 후, 'T' 시간만큼 다른 클라이언트 시스템

(24b~24n)의 파일전송 요청이 있는지 기다린다.

그리고, 마스터 클라이언트(24a)는 마스터 클라이언트 비트가 "1"로 세팅된 OACK를 받으며, 자신이 이 브로드캐스팅 전

송의 마스터 클라이언트을 인식하여 ACK를 보낸 후 데이터를 기다린다.

서버 시스템(10)은 T 시간안에 다른 클라이언트 시스템(24b~24n)으로부터 읽기 요청 메시지가 도착하면 OACK 메시지

를 전송하며, 다른 클라이언트 시스템(24b~24n)으로부터 응답 ACK 메시지를 수신하며, T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브로

드캐스팅한다.

이때, 이후로 마스터 클라이언트(24a)는 데이터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며 다른 클라이언트 시스템(24b~24n)은 응

답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버 시스템(10)은 마스터 클라이언트(24a)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도착하면 다음 데

이터를 전송한다.

한편, 서버 시스템(10)은 정상적인 데이터 브로드캐스팅 중에 마스터 클라이언트(24a)가 끊어지면 서버 시스템(10)은 'A'

시간만큼 마스터 클라이언트(24a)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없으면 재전송 한다.

서버 시스템(10)이 n회 재전송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두번째 다른 클라이언트(24b)에게 마스터 클라이언트 자격을 주는

OACK를 전송하고,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마스터 클라이언트(24b)로부터 전송된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시

킨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1(51a)이 서버 시스템으로 파일을 다운받고자 읽기 요청 메시지(RRQ)를 전송하게 되는데,

새롭게 정의된 옵션필드에는 "broadcast" 옵션을 포함한 패킷을 전송한다(100).

서버 시스템(50)은 최초의 읽기 요청 메시지를 받고 "broadcast" 옵션을 수용하는 OACK를 응답한 후(101), 'T' 시간만큼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기다린다. 이때, OACK 패킷의 마스크 비트, 포트, 마스터 클라이언트(MC) 필드의 마스터 클라

이언트(MC) 필드에는 클라이언트1(51a)이 마스터 클라이언트임을 알려주도록 "1"로 세팅되어 있다.

클라이언트1(51a)는 마스터 클라이언트(MC) 필드가 "1"로 세팅된 OACK를 받고 자신이 브로드캐스팅 전송의 마스터 클

라이언트임을 인식하여, OACK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보낸 후(104) 데이터를 기다린다.

한편, 클라이언트 2(51b)는 T 시간안에 읽기 요청 메시지를 서버 시스템(50)으로 전송하며(102), 서버 시스템(50)은 마스

터 클라이언트(MC) 필드가 "0"으로 세팅된 OACK를 전송하며(103), 클라이언트 2(51b)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 메시

지를 전송한다(105). 이때, 클라이언트 2(51b)는 마스터 클라이언트(MC) 필드가 "0"으로 세팅되어 있음으로 자신이 마스

터 클라이언트가 아니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이후, 서버 시스템(50)은 T 시간이 지난 후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게 되며(106), 마스터 클라이언트인 클라이언트

1(51a)만이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며(107), 서버 시스템(50)은 응답 메시지가 도착하면 다음 패킷을 전송한다(108).

한편, T 시간이 지난후 받은 읽기 요청 메시지는 기존과 같이 새로운 TFTP 프로그램이 1:1로 처리하거나 새로운 브로드

캐스팅 TFTP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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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에서 오류 발생시의 처리 과정을 나

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도 4와 같이 정상적인 데이터 브로드캐스팅 중에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끊어지면, 서버 시스템(50)은 'A'

시간만큼 마스터 클라이언트인 클라이언트 1(51a)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없으면 재전송 한다.

그리고, 서버 시스템(50)이 n회 재전송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두번째 클라이언트(51b)에게 마스터 클라이언트 자격을

주는 OACK를 전송한다(208).

이때, 클라이언트들은 데이터를 받은 후 n*A+a 시간의 타이머가 동작되기 시작하며, 클라이언트 2(51b)는 재전송된 데이

터 패킷을 보고 블록(block) # 가 이미 받은 것이므로 폐기한다.

한편, 클라이언트 2(51b)는 OACK를 받으면 마스터 클라이언트임을 확인하고 이후로는 클라이언트 2(51b)가 응답 메시

지를 전송한다(209, 211, 213).

만일 서버 시스템(50)에 문제가 생겨 클라이언트들이 아무 패킷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클라이언트의 n*A+a의 타이

머가 만료되는 순간 TFTP 동작을 멈추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하, 옵션 확장 규약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옵션과 함께 블록 사이즈를 재정의하여 보다 신속하게 패킷을 전송하는 실시예

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6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이용하기 위해 재정의된 읽기 요청(RRQ) 메시지에 실제 수치를 적용한 경우의 도면이

다.

도 6a를 참조하면, 오퍼레이팅 코드로 1이, 파일네임으로 "foofile"이, 전송모드로 octet가, 제 1 옵션 필드에는

"Broadcast" 문자열이, 마스크 비트 필드에는 "24"가, 제 2 옵션 필드에는 "blksize" 문자열이, 블록사이즈 필드에는 블록

사이즈에 대한 수치"1428"이 정의되어 있다.

상기 일실시예에서 설명된 브로드캐스트 옵션 필드가 포함되어 확장된 메시지를 이용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파일 송

수신시에는 블록 사이즈가 "512"로 고정되어 512octet(byte)송수신되었지만, 다른 실시예에서는 블록 사이즈를 "1428"로

재정의하였으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파일 송수신시의 데이터 전송단위는 1428 octet(byte)가 된다.

도 6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이용하기 위해 재정의된 서버 시스템이 전송하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OACK) 메시지에

실제 수치를 적용한 경우의 도면이다.

도 6b를 참조하면, 오퍼레이팅 코드로 6이, 제 1 옵션 필드는 "broadcast"이, 마스크 비트, 포트, 마스터 클라이언트(MC)

필드에는 "24,1768,1"이, 제 2 옵션 필드는 "blksize"가, 블록사이즈 필드에는 "1428"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파일 전송 시스템이 구성되고 메시지 포맷에서 블록사이즈가 재정의된

상태에서 실제 파일 전송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1(51a)이 서버 시스템으로 파일을 다운받고자 읽기 요청 메시지(RRQ)를 전송하게 되는데,

새롭게 정의된 옵션필드에는 "broadcast" 옵션을 포함한 패킷을 전송한다(300).

서버 시스템(50)은 최초의 읽기 요청 메시지(RRQ)를 받고 "broadcast" 옵션을 수용하고 데이터 전송단위인 블록사이즈를

1428octet으로 재정의한 OACK를 응답한 후(301), 'T' 시간만큼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기다린다. 이때, OACK 패킷

의 마스크 비트, 포트, 마스터 클라이언트(MC) 필드의 MC 값이 "1"로 세팅되어 클라이언트1(51a)이 마스터 클라이언트임

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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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1(51a)는 마스터 클라이언트(MC) 값이 "1"로 세팅된 OACK를 받고 자신이 브로드캐스팅 전송의 마스터 클라

이언트이고, 데이터 전송단위가 1428octet으로 재정의됨을 인식하여, OACK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ACK)를 보낸 후

(304) 데이터를 기다린다.

한편, 클라이언트 2(51b)는 T 시간 안에 읽기 요청 메시지(RRQ)를 서버 시스템(50)으로 전송하며(302), 서버 시스템(50)

은 마스크 비트, 포트, MC 필드의 MC 값이 "0"으로 세팅하고 블록 사이즈를 1428octet으로 재정의한 OACK를 전송한다

(303). 클라이언트 2(51b)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 메시지(ACK)를 전송한다(305).

이때, 클라이언트 2(51b)는 마스터 클라이언트(MC) 값이 "0"으로 세팅되어 있음으로 자신이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아니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또한 블록사이즈(1428octet) 정보를 인지하였으므로 데이

터가 1428octet 단위로 수신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판단하게 된다.

이후, 서버 시스템(50)은 T 시간이 지난 후 데이터를 1428octet 단위로 브로드캐스팅하게 되며(306), 마스터 클라이언트

인 클라이언트1(51a)만이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307). 서버 시스템(50)은 마스터 클라이언트인 클라이언트 1(51a)로부

터 응답 메시지가 도착하면 다음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한다(308).

두 번째 실시예의 경우, 블록 사이즈를 재정의하여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파일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지는 효과

가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TFTP 브로드캐스트 옵션을 지원하는 경우, 다중의 클라이언트들이 하나

의 서버로부터 파일을 신속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버에서 이러한 브로드캐스트 옵션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클라이언트로부터 옵션 필드에 브로드캐스트로 체크된 읽기 쓰기(RRQ) 메시지가 서버로 송신되고, 서버는 이 메시

지의 브로드캐스트 옵션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므로 해당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한다. 또는 해당 서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기능만을 추가하여 클라이언트로 옵션 수용 여부 응답(OACK)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

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와 달리 클라이언트에서 브로드캐스트 옵션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처음 읽기 쓰기(RRQ) 메시지를 서버로 송신시 브로드캐스트 옵션 자체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서

버에서 브로드캐스트 옵션 지원여부와 관계하게 종래기술과 동일한 방식으로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진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중에서 제일 먼저 읽기 쓰기 메시지(RRQ)를 전송하는 클라이언트를 마스터로 선

정하여 마스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ACK)를 수신한 후에 다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시스템 운영자의 운영 계획에 따라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선정하지 않고,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무조건

응답 메시지(ACK)를 받는 경우 또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ACK)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여 망을 운

용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기술적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TFTP를 이용하면, 기존의 1:1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보다 전송 속도가 빠

르기 때문에 다중의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의 서버로부터 파일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브로드캐스트 옵션 항목 확장외에도 블록 사이즈 옵션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블록 사이즈를 이전 블록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하면 더욱더 신속하게 파일 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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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을 서브 네트워크가 브로드캐스팅 망이고 클라이언트가 많으며 동시에 파일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

면 가장 효율적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TFTP를 이용하는 환경이 대체로 네트워크 기능이 모두 동작하는 장비들이 아닌 것을 고려할 때 기능 추가를 최소

화하면서 전송 동작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브로드캐스팅 옵션이 포함된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의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

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옵션 수용여부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마다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다

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부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2.

브로드캐스팅 옵션이 포함된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의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

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옵션 수용여부 응답 메시지가 수신된 후 브로드캐스트되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받는 다수

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부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3.

브로드캐스팅 옵션이 포함된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의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

지를 전송하고,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마다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

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부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마스터 클라이언트 여부를 알려주는 확장자를 포

함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 중 마스터 클라이언

트로 설정된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하

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소정시간 수신되지 않으면 다른 클라이언트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하

여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새로운 마스터 클라이언

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

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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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

파일네임을 ASCⅡ 코드로 부호화한 파일네임 필드;

전송모드를 정의하는 모드 필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위한 옵션 필드; 및

옵션필드의 밸류값을 정의하기 위한 마스크 비트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

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6.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이 전송하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위한 브로드캐스팅 필드; 및

마스크 비트와 포트번호 그리고 마스터 클라이언트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

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7.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클라이언트의 설정 여부는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송하는 클라이언트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8.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계;

상기 서버는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한 후에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3단계; 및

상기 서버는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상기 제 3단계를 반

복수행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9.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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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버는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서버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팅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

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10.

제 1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임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계;

제 2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3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아님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

단계;

상기 서버는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한 후에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5단계; 및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상기 제5 단계부터 반복

수행하는 제 6단계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제 1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 수신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일정시간 동안 없으면 상기 제 2 클라이언트

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하는 제 7 단계; 및

상기 제 2 클라이언트에게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데이

터 전송을 수행하는 제 8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가 소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브로드캐스팅을 요청하는 확장 읽기 요청 메시지

를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경우에,

새로운 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1:1로 처리하거나, 새로운 포트를 할당하여 브로드캐스팅하는 제 9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 문제 발생시

각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0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

한 파일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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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 옵션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면, 서버에서 해당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 옵션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면, 서버는 지원할

수 있는 기능만을 추가하여 클라이언트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

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16.

브로드캐스팅 옵션 및/또는 블록사이즈 옵션이 포함된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

의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마

다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부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해당 블록사이즈 단위로 브로드캐스

트 전송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17.

브로드캐스팅 옵션 및/또는 블록사이즈 옵션이 포함된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

의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가 수신된 후 브로드캐스트되는 데이

터를 순차적으로 전송받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부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블록사이즈 정보가 추가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

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블록사이즈 단위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하는 브로드캐

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18.

브로드캐스팅 옵션 및/또는 블록사이즈 옵션이 포함된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간단한 파일전송프로토콜)

의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마

다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부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마스터 클라이언트 여부를 알려주는 확장자를 포

함하고 블록사이즈 정보가 추가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 중 마

스터 클라이언트로 설정된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해당 블록사이즈 단위로 브로드캐스트 전송

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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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은

상기 마스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소정시간 수신되지 않으면 다른 클라이언트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하

여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알려주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 후에 상기 새로운 마스터 클라이언

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있으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

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

파일네임을 ASCⅡ 코드로 부호화한 파일네임 필드;

전송모드를 정의하는 모드 필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위한 제 1옵션 필드;

옵션필드의 밸류값을 정의하기 위한 마스크 비트 필드; 및

블록사이즈를 지원하기 위한 제 2 옵션필드와 블록사이즈 밸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21.

제 18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이 전송하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코드 필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위한 브로드캐스팅 필드;

마스크 비트와 포트번호 그리고 마스터 클라이언트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필드; 및

블록 사이즈를 지원하기 위한 옵션 필드와 블록 사이즈 밸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

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22.

제 18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클라이언트의 설정 여부는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송하는 클라이언트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시스템.

청구항 23.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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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버는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 블록사이즈 정보가 포함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계;

상기 서버는 재정의된 블록사이즈 단위의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한 후에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3단계; 및

상기 서버는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상기 제 3단계부터

반복수행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24.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다수의 클라이언트로 블록사이즈 정보가 포함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서버는 재정의된 블록사이즈 단위의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 제 3단계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

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25.

제 1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임을 알려주고 블록사이즈 정보가 포함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

시지를 전송하는 제 2단계;

제 2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3단계;

상기 서버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아님을 알려주고 재정의된 블록사이즈 정보가 포함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단계;

상기 서버는 데이터를 재정의된 블록사이즈 단위로 브로드캐스팅 한 후에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기다

리는 제 5단계; 및

상기 서버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상기 제5 단계부터 반복

수행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제 1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 수신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일정시간 동안 없으면 상기 제 2 클라이언트

를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하는 제 7 단계; 및

상기 제 2 클라이언트에게 마스터 클라이언트로 지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데이

터 전송을 수행하는 제 8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27.

등록특허 10-0542368

- 17 -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가 소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브로드캐스팅을 요청하는 확장 읽기 요청 메시지

를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경우에,

새로운 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1:1로 처리하거나, 새로운 포트를 할당하여 브로드캐스팅하는 제 9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28.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 문제 발생시

각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0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

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 옵션 및/또는 블록사이즈 옵션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면, 서버에서 해당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청구항 3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 옵션 및/또는 블록사이즈 옵션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파일전송을 요청하는 확장된 읽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면, 서버는 지원할

수 있는 기능만을 추가하여 클라이언트로 옵션 수용 여부 응답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

이 구비된 간단한 파일전송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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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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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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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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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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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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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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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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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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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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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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