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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inux 응용 로그램들의 확산을 해서는 인스톨, 다운로드의 번거로움이 없이 서버로부터 PC로 보다 쉽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스트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 스트리 의 요 부분이 기존 응용 로그램을 수정없이 스트리  송이 가능한 형태로 인덱싱 

 포메 을 하는 패키징의 과정이다. 기존 패키징 기술은 응용 로그램을 구성하는 직 인 일들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응

용 로그램과 직  상 계를 갖는 일들에 해서는 정보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완 하게 패키징으로 재구성이 가능하

나, 간  상 계를 갖는 일에 한 정보들은 정보 락이 쉬워서 완 한 패키징으로 재구성이 어려운 문제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Stackabe file system의 기법을 활용하여 한 응용 로그램과 간  상 계를 갖는 정보수집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보다 완 한 패키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해서 논의한다

1. 서론

    Mozilla로 웹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거나, open 

office로 문서 작성을 해도 상용 프로그램 못지 않

은 품질의 문서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Linux 시스

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관계로 숙련자만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 사용자의 어려움은 

응용프로그램 스트리밍을 통해 해소 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 스트리밍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성

요소들은 File data,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Configuration 정보,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라이

브러리와 정보, Font data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File data는 직접파일이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간접적인 파일이라고 정의 한다.

응용프로그램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할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에서 위에서 정의한 직간접

적인 파일을 추출한 후 스트리밍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으로 인코딩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Linux 배포판 프로그램이 패키

지 관리 시스템으로 널리 쓰이는 RPM을 이용해 설치

하는 동안, file system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stackable file system을 이용해 직간접적인 파일에 

대한 data를 trace하고 추출한후, 인코딩 해서 스트

리밍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으로 repackage를 하기 

위한 파일들을 추출하는 연구이다.

2. 련 연구

2.1 직, 간 인 일  로 일

  Linux 응용프로그램이 구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각

종 파일들을 직, 간접적인 파일 및 프로파일들로 구

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login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 login 실행파일과 libcrypt.so.1, libpam.so.0 , 

libpam_misc.so.0, libdl.so.2 , libc.so.6 , 

/lib/ld-linux.so.2와 같은 라이 러리 일과 

/etc/passwd, /etc/shadow 안에 있는 사용자와 패

스워드 data가 필요하다.

  Linux 응용프로그램을 스트리밍 서비스하기 위해

서는 이와 같은 파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일간

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 다음 절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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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iST

   file system내에 일어나는 추 에 한 연구는 

자주 변화하는 컴퓨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다

[4,5,6]. 를 들어, 추 은 일 생성 비율, read, 

write operation의 분포, 일 사이즈, 일 

lifetime, 각 일 시스템 operation의 사용빈도, 등

과 같은 일시스템의 동  근 패턴을 별할 수 

있다.

   file system내에서 일어나는 상들을 추 하기 

해 stackabel file system을 쓰는데, stackable 

file system을 생성시키기 해 FiST를 사용한다. 

FiST는 compiler의 일종으로 한번의 서술로 다양한 

랫폼의 stackable file system source를 생성시

켜 다. 

  그림 1과 같이 FiST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stackable file system source를 생성시켜 다. FiST 

언어 parser와 file system 생성기로 구성된 fistgen

은 file system에 추가 시키고 싶은 기능이 서술된 

FiST 입력 일을 입력 받고, 각 랫폼에 재를 

가능  해주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basefs 

template를 이용해서 stackable file system 

source를 생성시켜 다.[3]

  생성된 stackable file system source를 응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추가 시켜 사용할 수 있다.

  그림2는 Nullfs라는 아무 기능이 추가되지 않은 

stackble file system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System call은 VFS call로 변환되어지고, 그것은 

Nullfs에 응하는 것으로 실행되어진다. Nullfs는 

다시 일반 VFS operation을 실행하고, VFS 

operation은  그것에 맞는 수  file system 

operation을 호출한다.[3]

그림 1 . FiST 동작

그림 2 nullfs구조

2.3 RPM

 Linux 배포 의 하나인 Redhat Linux는 RPM방

식을 채택하여 package 리를 하고 있다. RPM은 

다음과 같은 설계 방침을 가지고 있다.[1]

  -Making it easy to get packages on and off the 

system

  -Making it easy to verify that a package was 

installed correctly

  -Making it easy to for the package builder

  -Making it start with the original source code

  -Making it work on different computer 

architectures

  RPM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하에 자유롭

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상업 소 트웨어 회사들

이 Linux application을 해 사용하고 있다. 한 

Sun의 Solaris, IBM의 AIX, SGI의 IRIX와 같은 상

업 Unix에도 포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많은 생 배포 들이 이와 같은 배경으로 RPM

을 채택하고 수많은 로그램들이 RPM으로 패키징

되어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RPM으로 패키징 

된 로그램을 통해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본 인 RPM에 한 사용

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 인 설치는 다음과 같다. : 

 rpm -i some-package.1.0.rpm 

 본 논문에서 S/W resource 추출을 해 사용한 RPM

에 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rpm -i --root /alternative/root some-package.1.0.rpm

3. Stackable file system

  file system내에서 발생하는 상들  추 해야 

될 사항은 일이 새로 생성되는 것, 일에 한 

링크가 새로 생성되는 것, 일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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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og file 내용

operation 로그 기록 내용

write
pid, ppid, command, file name, ppos, 

pos, count

read
pid, ppid, command, file name, ppos, 

pos, count

Symlink
pid, ppid, command, old file name, 

new file name

open pid, ppid, command, openmode

일 끝에 추가 혹은 일 간에 편집되어 새롭게 들

어가는 data이다.

  일이 새로 생성되는 것과 일에 한 링크가 

새로 생성되는 것은 직간 일이며, 로 일은 그 

부분만이 응용 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

심 인 data이다.

  로 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기록된다.

  첫 번째는 원래 존재하는 일 끝에 붙여넣는 방

법이고, 두 번째는 존재하는 일 복사본을 만들고, 

그 복사본 간을 편집하고서 존재하는 일 이름으

로 바꾸어서 존재하던 일을 덮어쓰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일을 모두 읽어 들여서 메모리 상에서 

편집이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일을 이름을 바꾸고 

난 후, 원래 있던 일 이름으로 새로 쓰고 이름을 

바꾼 일을 지우거나, 그 로 두는 경우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일의 open mode를 검한 후, 

쓰여질 data를 log 일에 기록해 두면 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이  일과 이후 일을 보

존 시킨 후 비교해서 data를 추출해내야 한다.

  표1은 stackable file system module이 기록하는 

log화일의 형식이다.

4. data 추

   File operation을 추 하고 싶은 곳에 stackable 

file system을 mount한다. 이 논문에서는 

/mnt/anotherworld을 mount 한다.

  /mnt/anotherworld 의 경로를 가지는 모든 일에 한 

operation이 특정 로그화일에 기록이 된다.

 그림 3은 stackable file system이 mount 된 모습을 나

타냈다. 

RPM package의 설치과정은 다음과 같다.

  rpm -i --root /mnt/anotherworld sompackage.rpm

이 때, /mnt/anotherworld를 root( /)로 가정하고 로그

램이 설치되어진다.

 그림4와 그림5는 stackable file system이 생성시킨 log 

그림 3 stackable file system이 mount 된 상태

그림 4 open, write, rename, symlink에 해 logfile이 장된 

모습

그림 5 일이 존재할 때 일에 장되는 data가 logfile에도 

장된 모습

일의 내용이다.

  log 일을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에 한 write 연

산 목록과 본래 rpm을 통해 설치되어야 할 리스트들이 

일치한다.

5. 결론  장래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응용 로그램 스트리 시스템의 효

율 인 패키징을 해 필요한 연구로서, 한 응용 로

그램과 연 된 직간 인 일 정보를 보다 완 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스택가능한 일시스템을 

활용한 기법을 제시하 다. 즉, 스텍가능한 일시스

템을 활용하면 응용 로그램이 수행도 에 필요한 모

든 자원을 한번씩 근하게 되는 추 정보를 락없이 

로그 일에 장가능하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이 응

용 로그램을 패키징을 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효율

인 패키징이 가능함을 보 다.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548

   간 인 일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편집되기  일 보존과 편집된 후 

일 보존 기법이 부족하며  보존된 일들에 한 

비교 방법에 한 연구가 좀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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