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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소정의 운영 체제를 탑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소정의 서버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들과, 상기 클라
이언트에 탑재된 운영 체제와 다른 하나 이상의 운영 체제를 탑재한 상기 서버로 구성되는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자신에게 탑재된 운영 체제에 의해 부팅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부팅된 운영 체
제와 다른 이기종의 운영 체제를 제공받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 접속할 때, 상기 서버의 요청
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소정의 주소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
트로 커널 이미지를 제공하는 터미널 가상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3
색인어
서버,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네트워크, 이기종, 부팅, 터미널 가상 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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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상기 도 1에서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윈도우 운영 체제의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부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받는 디스플레
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이기종 운영 체제를 제공받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윈도우 운영 체제의 클라
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받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및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유비쿼터스(ubiquitus)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이기종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술과 대용량 및 고화질의 동영상
을 전송하는 기술과 오픈 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S/W)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플랫폼(예컨대, MS의 닷넷, IBM의 리눅스 지원) 경쟁이 가속화되
고 있다.
세계는 IT강국의 선점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가 전략적인 차원으로 꿈나무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승패를 유소년
부터의 인재양성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IT인프라구축 및 사용자층은 세계적 수준일지 몰라도 IT강국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컴퓨터교육이 대게 활용 위주의 자격증 일변도로 점철되고 있다는 점과, 개발 관련 학습은 일부 매니아를 제외
하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20세 이상, 그나마 취업을 앞두고 6개월 단기육성으로 길러진다는 점에서 문
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컴퓨터 교육은 활용 위주의 학습에서 개발 관련 학습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리눅스'와 '프로그래밍'의 조기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상기 교육은 운영 체제의 설치/재설치 문제와 실습의 중요성으로 인해 오프라인(Off-line)상에서만 소수의 학생으
로 학습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배우고 싶은 수많은 학생들으로의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Off-line)상의 학습과 동일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On-line)학습 시스템의 개발은 필요하다.
한편, 현장에서의 리눅스 교육의 문제점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운영 체제(즉, 리눅스 시스템과 윈도우 시스템)의 설치/재설치
복구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업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 컴퓨터 시스템마저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
로 인해 학생들의 리눅스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기 오프라인(Off-line)상에서의 시스템 불안정 문제는 터미널 시스템 클라이언트(Terminal System Client; 이하, 'TSC'
라 한다)방식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나, 온라인(On-line)상의 수업은 상기 TSC방식으로는 구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 운영 체제의 컴퓨터 상에서 상술한 리눅스 운영 체제를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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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방법으로, 상기 터미널 시스템(Terminal System)에 의해 리눅스 운영 체제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소정의 클라
이언트가 상기 서버를 통해 부팅하여 상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상기 종래의 터미널 시스템에
서 부팅이 되기 위해서는 상기 클라이언트측에 반드시 부트이미지가 있거나 혹은 부트롬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서버측의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방법들로서 클라이언트에 두가지 운영 체제를 보유하며 선택적으로 부팅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제아되어 왔다.
먼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이하, 'HDD'라 한다)를 통한 리눅스 로더(Linux Loader; LILO)를 이용한
부팅 방법에 있다. 상기 부팅 방법은, 하나의 HDD 상에서 2개의 O/S(즉, 윈도우(window), 리눅스(Linux))를 선택하여 부
팅한다. 상기 방법은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서, 파티션 분할과 윈도우 시스템과의 충돌 문제가 존재한다.
한편, 상기와 다른 방법으로 하드웨어에 리눅스와 윈도우 두 가지를 설치하고 리눅스 사용 중 필요시 윈도우를 로드하여
사용하는 가상화 방식이 있다. 상기 가상화 방식은 하드웨어 사양이 충분해야 하며 시스템 용량도 많이 차지하게 되는 문
제가 있다.
상기 가상화 방식의 예로, Vmware, wine, win4lin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Vmware는 가상화 기
술로서 하나의 운영체제에 완전히 독립적인 가상머신을 만들고 그 속에 필요한 운영체제(widow98/NT, linux, freedos
등)를 설치한다. 상기 Vmware는 다중 운영 체제의 재부팅 없이 엑세스가 가능하고, 멀티 부팅 환경이 불필요하다는 장점
이 있으며, 운영체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가격이 고가이며, 대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하며,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번째로, wine는 윈도우(window)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이하, 'API라 한
다)가 X-windows의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오픈 소스(open source)로 구현된 것이다. 상기 wine는 에뮬레이터
(Emulator)로서 리눅스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따라서, 오픈 소스(Open Source)이며, 리눅스에서 윈도의 실
행파일(binary file)을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두개의 프로그램만이 실행되며
실행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고,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win4lin는 리눅스에서 다른 운영체제(보통 윈도우즈)를 실행하여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Lotus Note R5.03 등)와 다른 많은 애플리케이션들과 유틸리티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는 방면, 설치가 안될 수도 있고 한글이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기 win4lin은 WindowsNT/2000을 지원하지
않고, window 98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에서는 단일 컴퓨터 단말기 상에서 두가지 운영 체제를 설치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그
러나, 상기와 같은 방법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운영 체제(즉, 리눅스 시스템과 윈도우 시스템)의 설치/재설치 복구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 체제에 대한 실습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마저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하, 상술한 종래의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이용한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을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들(100)이 하나의 서버(120)에 소정의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이하, 'LAN'이라 한다)(110)에 의해 연결된다. 따라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100)는 상기 서버(120)와 상기
LAN(110)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도 1에 도시된 기존의 터미널 방식은 서버(120)의 정보에 클라이언트에 관한 매체 접속 제어(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한다) 어드레스(Address)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100)가 부팅(booting)이 되
면 부트롬(boot ROM)에 입력되어 있는 이미지를 통해 클라이언트(100)의 랜카드(LAN card) 상의 맥어드레스가 서버
(120)에 전달된다.
이때, 상기 서버(120)에서는 클라이언트(100)의 정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서 정보가 일치할 경우, 상기 클
라이언트(100)에게 커널 이미지(Kernel image)를 제공함으로써 부팅이 된다. 그리고, 서버(120)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etwork File System; 이하, 'NFS'라 한다)에 설정된 각 클라이언트(100)의 독립된 리눅스(Linux)로 부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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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상기 도 1에서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클라이언트가 부팅할 때, 소정의 O/S(예컨대, Windows, Linux, FreeBSD, FreeDOS) 등을
마우스, 키보다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선택하도록 한다. 상기 선택된 정보에 따라 터미널 연결(Terminal Connect)을 통
해 서버로 선택된 O/S에 대한 부팅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서버측에서는 해당 O/S에 대한 부팅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수행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선택된 O/S의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여준다.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제공된 O/S(예컨대, Linux)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며, 비디오 또는
오디오 등의 스트리밍 정보도 함께 서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도 1 및 도 2에서 상술한 종래의 터미널 방식의 시스템은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나 광대역
(Wide Area Network; 이하, WAN'이라 한다)으로 확장되면 패킷(packet)이 분실되어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클라이언트가 LAN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할 경우, 서버에서는 상기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MAC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서버로부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받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광대역 환경 또는 인터넷 환경에서도 복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버를 통해 원하는 O/S에 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의 터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 온라인으로 이기종 운영 체제를 제공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부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
받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윈도우 운영 체제의 클라이언트에서 리눅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상기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의 코딩 및 컴파일 등의 실시간 따라하기 학습이 가능한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부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함
에 있어 분산 처리하여 제공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소정의 운영 체제를 탑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소정의 서버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들과,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된 운영 체제와 다른 하나 이상의 운영 체제를 탑재한 상기 서버로
구성되는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자신에게 탑재된 운영 체제에 의해 부팅하고, 상기 서버로
부터 상기 부팅된 운영 체제와 다른 이기종의 운영 체제를 제공받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 접
속할 때, 상기 서버의 요청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소정의 주소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로 커널 이미지를 제공하는 터미널 가상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소정의 운영 체제를 탑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소정의 서버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들과,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된 운영 체제와 다른 하나 이상의 운영 체제를 탑재한 상기 서버로
구성되는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자신에게 탑재된 운영 체제에 의해 부팅하고, 상기 서버로
부터 상기 부팅된 운영 체제와 다른 이기종의 운영 체제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자신에게 탑
재된 운영 체제로 부팅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서버
가 소정의 터미널 가상 장치로 상기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할 수 있도록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를 통한 접속을 요구하
는 단계;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에서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상의 주소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가상의 주소를 상기 서
버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에서는 상기 수신한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해당 클라이언트를 위한 가상의 커널 이
미지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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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하기에는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본 발명은,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의 터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Terminal Service Client; 이하, 'TSC'라 한다)에서 인터넷
등과 같이 온라인으로 이기종 운영 체제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본 발명은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클라
이언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부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 받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해 더 많은 클라이언트(예컨대,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리눅스나 프로그래
밍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래에는 새로운 O/S의 학습을 위해 해당 O/S에 대한 설치 및 삭제를 반복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본 발명에서는 인
터넷 등과 같은 온라인(On-line)상에서도 설치/재설치 복구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면서 원격 학습을 원할히 할 수 있는
TSC방식을 응용한 친밀도 높은 리눅스 터미널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온라인 컴퓨터 강좌가 단순 화상 보기식 학습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발명에서는 상기 TSC 기반으로 동
영상 강좌를 보면서 현재 설치된 O/S(예컨대, 윈도우즈)와 다른 O/S(예컨대, 리눅스) 에서의 코딩(Coding) 및 컴파일
(Compile)까지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컴퓨터 학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구조를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종래에는 도 1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소정의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LAN 등을 통해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받고, 인터넷을 통한 구현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즉, 종래의 터미널 방식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서버의 정보에 클라이언트에 관한 MAC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클
라이언트가 부팅이 되면 부트롬에 입력되어 있는 이미지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랜카드 상의 MAC 주소가 서버에 전달된다.
이때,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서 정보가 일치하면 커널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서 부팅이 된다. 그리고 서버의 NFS에 설정된 각 클라이언트의 독립된 리눅스로 부팅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로컬
(local) 상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나 WAN 등의 광대역으로 확장되면 패킷이 분실되어 접속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상술한 종래의 시스템과 달리, 클라이언트(100)와 서버(300) 사이에 소정의 터미널 가상
장치(Terminal Virturl Machine; 310)를 추가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100)가 인터넷(330) 등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
하여서 이기종 운영 체제로 부팅할 수가 있다.
즉,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클라이언트(100)에서 서버(300)로 접속 인증을 받고 나면, 상기 추가된 터미널 가상
장치(310)로 접속 요구를 하게 된다. 이때,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310)는 종래의 터미널 시스템에서 구현되었던 가상의
MAC 주소를 상기 실제 서버(real server; 300)에 전달하게 되고, 상기 서버(300)에서는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310)로부
터 전달받은 해당 클라이언트(100)에 대한 MAC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한 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MAC 주소의 정보가 상기 접속 인증한 해당 클라이언트의 정보인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실제 서버(300)는 상기
해당 클라이언트(100)에 가상의 커널 이미지(kernel image)를 제공하고 독립된 리눅스(Linux) 운영 체제(O/S)로 부팅
(booting)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310)는 상기 서버(300)와 외부적으로 접속하도록 독립된 물리적 장치로 구현할 수도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상기 서버(300)의 내부에 카드 형태로 삽입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소정의 메모리에 저장시켜
상기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는 인터넷(330) 종단부와 터미널 가상 장치(310) 사이에 로드 분배기(Load Balancer;
320)를 구비하여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100)들이 상기 서버(300) 또는 터미널 가상 장치(310)에 접속할 경우 로드를 분산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로드 분배기(320)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공지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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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310)와 상기 서버(300) 사이에도 상기와 같은 로드 분배기(미도시)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
다. 이때,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310)와 상기 서버(300) 사이에 구비되는 로드 분배기(미도시)도 상기 인터넷(330) 종단
부와 터미널 가상 장치(310) 사이에 구비된 로드 분배기(320)와 동일한 역할, 즉 서버(300)로 접속하는 복수의 클라이언
트(100)들에 대한 로드를 분산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상기 로드 분배기(320)의 목적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클라이언트의 접속으로부터 과대한 트래픽 장애 발생 및 병목현
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100)의 서버 접속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제한된 터미널 가상 장치로
접속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독립된 슈퍼 유저(Super User)의 권한을 분산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상기 서버에 직접 연결되는 로드 분배기(미도시)의 역할도 상기 로드 분배기(320)와 동일하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상기 도 3에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한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리눅스 운영 체제로
부팅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클라이언트가 소정의 O/S, 예컨대 윈도우 운영 체제로 부팅을 수행(401 단계)한다. 한편, 본
발명은 이기종 운영 체제를 제공받아 부팅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나,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가 윈
도우 운영 체제이고 상기 윈도우와 다른 운영 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리눅스 운영 체제를 학습 또는 체함하기 원하므로, 이
하 설명에서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윈도우 운영 체제로 부팅한 후 서버로부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 받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즉,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윈도우 운영 체제(O/S)(예컨대, win98, win2000, windows NT, windows XP 등)로 부팅을
수행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는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받아 부팅하기 위하여
가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402 단계)한다.
이때, 상기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소정의 상기 서버와의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상기 클라
이언트 단말의 사용자가 상기 단말에 설치된 상기 접속 프로그램 실행 아이콘(예컨대, TSC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상기 서
버에 설치된 운영 체제에 접속할 수가 있다.
한편, 상기 서버는 자신에게 접속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소정의 로그인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 입력 절차와 같은 회원 인증 과정을 거쳐 상기 서버에 로그인(log-in)(403 단계)하게 된다.
상기 서버에서 상기 입력된 회원 정보를 확인하고 정상 회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404 단계) 인증 실패(405 단계)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접속을 중단하게 된다.
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입력된 회원 정보를 확인하여 정상 회원인 것으로 판단하면, 본 발명에 따른 터미널 가상 장치로
상기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할 수 있도록 터미널 가상 장치를 통한 접속을 요구(406 단계)하게 된다.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에서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상의 MAC 주소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가상의 MAC 주소를 상
기 서버에 전송(407 단계)하게 되며, 상기 서버에서는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생성
된 가상의 MAC 주소 정보를 확인(409 단계)하게 된다.
한편,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로부터 수신한 가상의 MAC 주소 정보가 정상적인 MAC 주소 정보로서 확인(409 단계)될 경
우, 상기 해당 클라이언트를 위한 가상의 커널 이미지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410 단계)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클라이어트는 상기 서버에 의해 독립된 리눅스 운영 체제를 통한 부팅(411 단계)이 가능해지며, 상기 서버로
부터 생성하여 제공되는 리눅스 시스템 창을 통하여 각종 명령을 수행(412 단계)할 수 있다.
즉, 상기 서버에서는 상기 가상 MAC 주소에 따라 해당 클라이언트를 위한 독립된 부팅과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는 상기 새롭게 부팅된 운영 체제(즉, 리눅스)를 위한 작업 환경이 소정의 윈도우 창 형태로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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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생성된 리눅스 윈도우 창을 통하여 리눅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리눅스 명령어 입력을
통한 소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새로운 운영 체제(예컨대, 리눅스 운영 체제)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상기 서버에서는 상기 작업을 위한 윈도
우 창과 아울러 소정의 교육용 동영상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동영
상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서버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운영 체제를 통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도 4에서 상술한 바에 따라 복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접속하여 인증을 받게 된다. 이때,
상기 인증 과정이 완료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이기종 운영 체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구비된
터미널 가상 장치로 접속 요청을 하여. 가상의 MAC 주소를 제공받는다.
한편, 상기 클라이언트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였으므로 각 클라이어트를 위한 MAC 주소가 없기 때문에
독립된 커널 이미지를 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서버는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에
서 생성된 MAC 주소에 따라 상기 서버가 상기 각 클라이언트들이 아닌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에서 생성된 가상의 클라이
언트들에게 커널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들에게 이기종의 상기 커널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상기 각 클라이언트들은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를 통해 상기 서버에서 자신의 독립된 부팅 영역을 제공받고, 소정의 응
용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으며, 상기 서버에서 작업된 결과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기 각 클라이언트들로 전송되어
모니터의 리눅스 실행 창에 출력된다.
따라서, 결국 종래의 LAN 상에서 이루어지는 터미널 서비스 시스템을 인터넷 상에서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 및 서버와의 관계로서 구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상기와 같이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를 제공받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윈도우 운영 체제의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부터 리눅스 운영 체제를 제공받는 디스플레
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술한 바와 같은 절차에 의해 서버로부터 커널 이미지를 제공받아 클라이언트의 모니터에 새로운
리눅스 운영 체제에 따른 윈도우 창이 생성된다.
한편, 상기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새로운 윈도우 창의 왼쪽에는 리눅스 강좌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실행되도
록 하며, 상기 창의 오른쪽에는 상기 리눅스 운영 체제에 따른 명령어 입력 창이 생성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교육자가 상기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상기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직접 실시간으로 상기 리눅스 명
령어 입력 창에서 실행해 볼 수가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을 통하여 상기 서버를 통한 부팅시 여러종류의 O/S(window, linux, FreeBSD, FreeDos)
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성과 선택폭의 확장성을 가져오게 되며, 온라인 상의 서버 자원을 각 클라이언트가 동일하게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각 클라이언트 측에 루트(root)계정을 부여함으로써 각종 서버 셋팅(Server Setting)(예컨대, FTP, TELNET,
WEBSERVER)을 구현해 볼 수가 있으며, 상술한 리눅스 운영 체제와 MS 제품의 동시 사용으로 교육 효과가 증대될 수 있
다.
즉,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터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TSC; Terminal Service Client) 방식에 의해 리눅스 사용자가 리눅
스 O/S상에서 MS 윈도우(Windows)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TSC를 클
릭하면 서버(Server) 설치된 O/S에 접속함으로써,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저의 컴퓨터 사양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
고, 고성능의 서버에 설치된 최신 버전의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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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 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먼저 교육의 효과로서 활용 및 자격증위주의 컴퓨터 교육에서 개발 관련 위주로의 학습 방향 전환이 이
루어지며, 컴퓨터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의 구축으로 소모적인 입시전쟁을 막는 계기
를 열게된다. 또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만 알았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O/S를 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 체
제 개발에 대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왕성한 지적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게되어 게임 및 음란물과
같은 음성적인 컴퓨터 사용에서 리눅스나 해커가 되기 위해 양성적인 컴퓨터탐구로 바뀐게 되며, 동영상을 보면서 코딩 및
컴파일이 가능한 학습시스템으로 인해 일반 컴퓨터 강좌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두번째로, 산업상 효과로서 한가지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탈피 자체 운영체제개발에 나설 수 있는 개발잠재력을
가지게 되며, 그것에 관련된 부가관련 시장개척도 가능하게된다. 또한, 급부상되는 리눅스 시장에 기술 및 인력 제품 수출
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게 된다. 아울러, 포스트 피시(Post-PC) 및 유비쿼터스(ubiquitous) 서비스 시대를 맞아 형성
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새로운 오픈 소프트웨어 연구인력을 창출하게 된다
는 장점이 있다.
세번째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서 학생 및 일선교사의 리눅스운영체제사용이 늘어남으로써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보급된
리눅스 서버를 윈도NT로 대치하지 않음과 동시에 MS 임대 SW(매년 수백 억)대신 리눅스 오피스 보급으로 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기 리눅스의 저변 확대는 사회 전체 비용의 절감(서버 대용 및 기타)을 가져오며, 그로 인한 사용자층
증대는 기술개발을 가져와서 리눅스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리눅스 시스템을 전문가 집단 또는 한 정
된 집단의 사용자들만이 아닌 일반 사용자로 그 저변을 확대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 리눅스 강좌 저변확대로 온라인(Online)상의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서 서버중심의 원격관리로 관리의 편리성 도모,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운영 체제를 탑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소정의 서버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들과,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된 운영 체제와 다른 하나 이상의 운영 체제를 탑재한 상기 서버로 구성되는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상기 클라
이언트가 상기 자신에게 탑재된 운영 체제에 의해 부팅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부팅된 운영 체제와 다른 이기종의 운
영 체제를 제공받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 접속할 때, 상기 서버의 요청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소정의 주소 정보를 생
성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로 커널 이미지를 제공하는 터미널 가상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정보는 매체 접속 제어 주소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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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터넷 네트워크임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네트워크의 종단부와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 사이에서 복수의 상기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로드를 분산시키는 로드 분
배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와 상기 서버 사이에서 복수의 상기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로드를 분산시키는 로드 분배기;를 더 구
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는 상기 서버와 외부적으로 접속하도록 독립된 물리적 장치로 구현하는 방법, 상기 서버의 내부에
카드 형태로 삽입하는 방법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소정의 메모리에 저장시켜 상기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되는 운영 체제는 윈도우 운영 체제이며, 상기 서버로 부터 제공받는 이기종 운영 체제는 리눅스
운영 체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되는 운영 체제는 리눅스 운영 체제이며, 상기 서버로 부터 제공받는 이기종 운영 체제는 윈도우
운영 체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시스템.

청구항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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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운영 체제를 탑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소정의 서버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들과,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된 운영 체제와 다른 하나 이상의 운영 체제를 탑재한 상기 서버로 구성되는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상기 클라
이언트가 상기 자신에게 탑재된 운영 체제에 의해 부팅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부팅된 운영 체제와 다른 이기종의 운
영 체제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자신에게 탑재된 운영 체제로 부팅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서버가 소정의 터미널 가상 장치로 상기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할 수 있도록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를 통한 접속
을 요구하는 단계;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에서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상의 주소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가상의 주소를 상기 서버에 전
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에서는 상기 수신한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해당 클라이언트를 위한 가상의 커널 이미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접속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에서 상기 입력된 회원 정보를 확인하여 정상 회원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를 통한 접속을
요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로 상기 이기종 운영 체제의 명령 입력창과 함께 동영상 이미지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
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이후에,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된 커널 이미지에 따라 상기 이기종 운영 체제로 부팅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
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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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소 정보는 매체 접속 제어 주소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터넷 네트워크임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터미널 가상 장치는 상기 서버와 외부적으로 접속하도록 독립된 물리적 장치로 구현하는 방법, 상기 서버의 내부에
카드 형태로 삽입하는 방법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소정의 메모리에 저장시켜 상기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되는 운영 체제는 윈도우 운영 체제이며, 상기 서버로 부터 제공받는 이기종 운영 체제는 리눅스
운영 체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되는 운영 체제는 리눅스 운영 체제이며, 상기 서버로 부터 제공받는 이기종 운영 체제는 윈도우
운영 체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에서 온라인 이기종 운영 체제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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