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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스트리밍[1]은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을 위하여 서버로부터 데이터 전송이 진행중

인 동안에도 PC, PDA, 휴대용 개인 컴퓨터, 휴대 전화 등과 같은 데스크 탑 또는 이동 연산장치 상

에서 미설치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이다. 즉, 소프트웨어 스트리

밍 기술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다운로드, 압축해제, 인스톨과 시스템 재구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최소한의 다운로드 후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곧바로 실행될 수 있

도록 해준다.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첫번째 실행 블록이 메모리에 적재되고 기본적인 

환경설정을 마치자마자 나머지 블록들이 다운로드되고 설치되기도 전에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스

트리밍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준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응용프로그

램 실행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블록들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된다. 그 결

과, 메모리와 대역폭 같은 리소스의 활용이 절약된다. 이러한 스트리밍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용자

는 다양한 공개 또는 상업용 응용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사용자 투명성을 가진 가상 소프

트웨어 컴퓨팅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환경에서 설계 구현된 Software On-

Demand(SOD) 스트리밍 시스템을 소개하고, SOD 스트리밍 시스템의 성능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1. 서  론 

  

소프트웨어 온디맨드 서비스/시스템 시장은 현재 55

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06 년도에는 200 억달러에 

이르리라고 전망되는 최신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웹 기반 ASP 방식이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버 기반 ASP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술상의 몇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스트리밍 

기반의 온디맨드 기술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시장만

을 보아도 고부가 가치 시장이며, 다단계 형태의 소프

트웨어 유통시장까지 고려했을 때 방대한 규모를 가지

고 있는데 온디맨드 기술의 차세대판인 스트리밍 방식

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트리밍 기술을 확보한 국내의 대표적인 업체들로 

소프트온넷과 한컴을 들 수 있는데, 소프트온넷은 현

재 국내 100 여개 대학과 30 여개 기업에서 내부인트라

넷을 통하여 윈도우즈 응용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스트

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B2C 형태의 서비스를 

위하여 기술축적을 해가고 있는 상태이며 한컴의 경우 

2003 년말 미국의 ThinkFree 사를 인수하여 자바형 오

피스를 ASP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외의 

국내 온디맨드 스트리밍 회사는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영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1]. 

한편 대표적인 국내 연구기관인 ETRI 에서 주도하여 

개발한 리눅스 SOD 엔진은 비효율적인 구조상의 문제점

을 안고 있어 성능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따

라서 SOD 엔진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높

은 성능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SOD 엔진에 대한 정성

적이고 분석적인 성능평가 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SOD 성능측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으로

SOD 스트리밍 시스템을 지원하는 스트림 서버인 

Z!Stream [2]서버를 사용한다. Z!Stream 서버는 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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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인증, 감사작업, 접속 관리, 세션 관리, 부하 조

절 등과 같은 스트리밍과 관련된 풍부한 함수 집합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SOD 엔진의 성능평가를 위한 도구

를 설계하는 것이며, 차후에 설계한 성능평가 도구를 

구현하고 SOD 엔진을 실제 평가 분석함으로써 성능저

하 원인을 찾아내어 SOD 시스템의 성능향상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2. Software On-Demand (SOD) Streaming System 설계  

및 구현 

이상적인 응용프로그램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다운로드, 인스톨 등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지원해준

다.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응용 프로그

램을 실행하고자 할 때 데스크 탑 상에서 해당 응용프

로그램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초기 

실행에 필요한 모듈들이 메모리에 로딩되자마자 프로

그램의 UI 윈도우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며 이 프로그

램이 최초로 호출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인스톨 절차가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 

이번 장에서는 Software On-Demand(SOD) Streaming 

System이라 불리는 스트리밍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된 SOD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SOD 시스템은 복잡한 인스톨 작업으로부터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준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새로운 제품의 광고와 유통을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

공한다. 세 번째로 사용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경우에 UI 윈도우의 빠른 팝업을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로 SOD 스트리밍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

터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

로 SOD 스트리밍은 서버에서 직접 스트리밍되기 때문

에 소프트웨어 배포와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한다. 

 

2.1 SOD Streaming System Architecture  

[그림 1]은 SOD 스트리밍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상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 다운로드와 인스톨 

절차를 사용자로부터 은폐시킨다. 가상 컴퓨팅 환경의 

주된 목적은 각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위해 응

용 프로그램에 종속적인 프로그램 레지스트리, 환경 

변수, 구성 파일, 관련 컴포넌트에 대한 컴퓨팅 환경

을 사용자가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설정 

· 구축하는데 있다. 

사용자가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최초로 선택하면 

SOD 시스템은 환경 관련 데이터를 스트리밍 서버로부

터 수신한다. 환경 설정이 끝나게 되면 SOD 시스템은 

서버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바이너리 실행 

페이지들을 요청한다. 

 

 
[그림 1] SOD 스트리밍 시스템 

 

SOD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AppLauncher)은 사

용자에게 SOD를 통하여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아이콘

들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AppLauncher 윈도우에서 임

의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SOD 시스템 컴포넌트 중의 하

나인 Mount Manager(MM)은 응용 프로그램 환경 데이터

를 다운로드하고 인스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MM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 Z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

터를 스트림 서버에 요청한다. 응용 프로그램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초기 설정이 끝나면 

AppLauncher는 응용 프로세스를 발진하기 위하여 실행 

이미지 블록들을OS에게 요청한다. 이때 프로그램 이미

지와 데이터 파일을 위한 I/O가 발생하고 해당 요청은 

Linux Virtual File System(VFS) 모듈을 경유하여 SOD 

시스템의 세번째 컴포넌트인 Stream Manager File 

System (SMFS)에 도착한다. SMFS는 우선 SOD 시스템의 

네번째 컴포넌트인 Cache Manager(CM)를 경유하여 로

컬 디스크 캐시를 검색한다. 만일 페이지가 로컬 캐시

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SMFS는 스트리밍 서버에게 해당 

페이지 요구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다섯번째 컴포넌트

인 Application Streaming File System(ASFS)를 호출

하며 ASFS는 Z 프로토콜을 통해 서버로부터 해당 페이

지를 전송받는다. ASFS를 통하여 입수된 페이지는 재

사용을 위해 로컬 디스크 캐시에 저장되고 동일한 내

용이 CM에 생성된 후 프로그램 실행이 중지된 위치에

서 재개된다. 현재 SOD 시스템은 리눅스 상에서 구현

완료된 상태에 있다. 

 

2.2 SOD System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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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SOD 각 모듈에 대

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2.2.1 AppLauncher  

AppLauncher는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손

쉽게 찾아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웹 브라우저와 유사

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실행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클릭할 때, 

AppLauncher는 Mount Manager에게 응용 소프트웨어 실

행을 위한 가상 컴퓨팅 환경을 확립하도록 지시한다. 

그 후 fork()와 exec() 시스템 호출에 의해 응용 프로

그램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2.2.2 Mount Manager (MM)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용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

므로, Mount Manager 역시 다중 AppLauncher 프로세스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각 AppLauncher가 개별 응용 

프로그램 컴퓨팅 환경을 생성하도록 MM에게 지시하면 

MM은 로컬 캐시로부터 상응하는 환경 데이터를 검색한

다. 만일 데이터가 캐시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MM은 

스트리밍 서버에게 환경 데이터 요구 메시지를 보낸다. 

MM은 도착된 환경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상 컴퓨팅 환

경을 구축하고 관리한다. 

 

2.2.3 Stream Manager File System (SMFS) 

SMFS는 리눅스 VFS와 네이티브 파일 시스템(예를 들

면, ext2) 사이에 위치하는 SOD전용 가상 파일 시스템 

모듈이다.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혹은 MM이 프로그

램을 시작하거나 데이터 페이지를 요구할 때 해당 호

출은 리눅스 VFS를 경유하여 SMFS에 도착한다. SMFS는 

우선 Cache Manager를 호출하여 로컬 캐시내에서 해당 

페이지를 찾는다. CM은 페이지의 내용 혹은 미발견 오

류정보를 SMFS에게 리턴한다. 후자의 경우 SMFS는 해

당 페이지 데이터를 얻기 위해 ASFS를 통하여 스트리

밍 서버에게 요구하며 서버로부터 새로운 페이지 데이

터가 도착하면 ASFS를 통하여 SMFS에게 배달된다. 그 

후 해당 페이지는 CM을 경유하여 로컬 디스크 캐시에 

저장되고, 메모리에도 로딩된 후에 응용 프로그램 프

로세스 혹은 MM의 실행이 재개된다.  

 

2.2.4 Cache Manager (CM)  

데이터 재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로컬 디스크 캐

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 스트리밍 서비

스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응

용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네트워크 라운드 트립 지연을 

생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신속한 프로그램 실행을 제

공하며 귀중한 네트워크 자원을 절약한다. CM은 빠른 

페이지 검색을 위해 내부적으로 인덱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2.2.5 Application Streaming File System (ASFS)  

ASFS는 데이터 페이지 요구를 Z 프로토콜 메시지에 

실어서 서버로 보내주며, 서버로부터 도착한 메시지 

내의 페이지 데이터를 SMFS에 전달한다. 

 

2.3 Z Protocol  

Z 프로토콜은 SOD 스트리밍을 위해 설계된 응용 프로

토콜이다. 실시간 QoS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과는 대조적으로 SOD 스트리밍은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Z 

프로토콜은 TCP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상위에 구축된다.  

메시지에는 제어와 데이터 메시지 2가지 종류가 있다. 

제어(데이터) 메시지는 RASCP(RASP) 보조 프로토콜에

서 정의되고, MM(ASFS)과 스트리밍 서버 사이에서 사

용된다. MM은 RASCP를 경유하여 환경 데이터, 인증, 

접속 관리, 세션 관리 등의 제어 정보를 송신한다. 반

면에 ASFS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페이지에 RASP을 

사용하여 요구 메시지를 보낸다.  

RASCP와 RASP 모두 공통의 요구-응답 통신 패러다임

을 따르므로 공통 Z 프로토콜 해더 포맷을 공유한다. 

Z 프로토콜의 포맷은 [그림 2]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2] Z 프로토콜 

 

3. SOD 스트리밍 시스템을 위한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설계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SOD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자 한다. 우선 소프트

웨어를 설계하기에 앞서SOD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성능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새로운 소프트웨어 실행시 화면 Pop-up 시간 

▪ 재부팅 후 화면 Pop-up 시간 

▪ 가상 파일 시스템 마운트 시간 

▪ 파일의 신규 페이지를 읽고 쓰는 시간 

▪ 파일의 페이지를 읽고 쓰는 시간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는 위와 같은 지표들을 올바르

게 측정하고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시간들을 

측정한다. SOD 응용프로그램의 초기실행시의 

Application Load Time(ALT), SOD 응용프로그램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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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시 ALT, 응용 프로그램이 현재위치에 이미 설치완

료된 상태에서의 Local 실행시 ALT, Local 재실행시 

ALT, Page Read-access Time(PRT), File Read-access 

Time(FRT)를 측정한다.   

 
[그림 3] SOD 성능평가 모듈 

 

SOD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의 핵심부분인 SOD 

Opera- tion Intercept Module(SOIM)은 SOD 응용 프

로그램들이 SMFS를 사용하기 위해 호출하는 시스템 

콜을 가로채고 연산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SOIM은 커널 모듈로 구현되어지는데 커널 

모듈이란 필요에 따라 커널에 로드하거나 언로드 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이다. 이렇게 함

으로써 쉽게 SOIM을 커널의 기능으로써 확장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다시 부팅 하지 않고도 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SOD과 관련된 시스템 콜들이 VFS

에 진입하기 전에 SOIM 모듈이 시스템 콜을 가로챈다. 

시스템 콜을 가로챈 SOIM 모듈은 연산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SOD 연산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VFS

에 원래의 시스템 콜을 전달한다. 

 
[그림 4] SOD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구조 

[그림 4]는 SOD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SOD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는 크게 SOD 

응용 프로그램의 연산을 가로채어 Proc 파일시스템에 

로그를 기록하는 SOIM, Proc 파일시스템에 기록된 

SOD 연산의 로그를 분석하기 위한 SOD Log 분석 엔

진,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의 On/Off와 같이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System 

Management Unit 그리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GUI로 

이루어진다.  

SOD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의 실행흐름은 사용자가 성

능평가 소프트웨어의 GUI를 사용하여 로그기록의 시작

을 요구하면 System Management Unit은 SOIM에게 

로그를 기록하도록 시킨다. 로그기록을 지시받은 

SOIM은 SOD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시스템 관련 연산

이 요청되어 질 때 마다 형식에 맞추어 proc 파일 시

스템에 로그를 기록한다. 기록되어진 로그는 SOD 로

그 분석 엔진에 의해 읽혀져서 분석된다. SOD 로그는 

연산을 요청한 시간, 연산이 완료된 시간, 연산을 요구

한 프로세스의 ID, 연산의 종류, 요구된 블록의 크기 

그리고 연산의 수행방향을 기록한다. 연산의 수행방향

이란 SOD 시스템에서는 파일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읽

어오는 두가지 다른 위치가 존재하는데 SOD연산이 실

제로 실행되는 위치를 말한다. SOD 시스템에서 파일을 

읽어오는 위치로는 첫째 클라이언트의 로컬 파일시스

템에 존재하는 디스크 캐쉬에서 원하는 파일의 페이지

를 읽어올 수 있다. 나머지 위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SOD서버로부터 원하는 파일의 일부분을 얻어 올 수 

있는 것이다.  Proc 파일 시스템에 기록된 로그는 사

용자에게 보여지기 전에 SOD log 분석 엔진에 의해서 

로그의 내용이 분석되고, 이렇게 분석된 로그는 텍스트 

뷰어나 그래픽 뷰어에 의해 사용자의 GUI에 보여지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등록, 환경 변수 설정, 구성 

파일 및 관련 컴포넌트의 자동 인스톨 기능을 자동적

으로 실행함으로서 응용 프로그램의 신속한 스트림 실

행을 제공하는 Software On-Demand Streaming System 

(SOD)을 소개하고, SOD 시스템 성능분석의 기준이 되

는 평가 지표와 그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시

된 지표들을 실제로 측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소프트웨

어를 설계해 보았다. 앞으로 우리는 본 논문에서 설계

한 SOD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것이다. SOD시

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를 발견하기위

해 구현된 소프트웨어로 SOD시스템에 다양한 파라미터

를 적용하여 어떤 경우에 SOD시스템이 최적화 될 수 

있는지를 실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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