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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CSI is a block-oriented storage access protocol 

that enables a user to recognize a remote storage as 

their own local block device through general TCP/IP 

networks.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approach 

to overcome the limited storage space of mobile 

devices based on the iSCSI initiator driver in IPv6 

environment, which was originally designed for wired 

networks. 

I. 서론 

  재 인터넷 사용인구의 폭발 인 증가로 인해 기존 

사용되고 있는 IPv4주소로는 향후 차세  인터넷 환경

에는 합하지가 않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1996년

에 차세  인터넷 로토콜인 IPv6를 표 으로 제정하

다. 이와 더불어 기존 IPv4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

를 IPv6네트워크 상에서도 용하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가 가지는 근본 인 제약성

을 극복하고자 기존에 행했던 iSCSI 로토콜의 련연

구를 차세  로토콜인 IPv6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구

하고 성능분석을 하여 미래의 인터넷 환경에 한 

용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II. 구   성능분석

2.1 구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iSCSI Initiator는 통신 구조를 제

외하고는 x86 기반과 기본 인 동작과정이 동일하므로 구

이 수월하 다. UNH-iSCSI의 Initiator 드라이버 소스를 참

조하여 작업을 진행 하 고 이를 앞서 구축되어진 교차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재구성하 다.

 목  디바이스로 선택한 COMPAQ의 iPAQ-h3850은 

Strong-ARM(Advanced RISC Machine) 계열의 장치이므

로 Familiar 로젝트에서 사용한 v7.0.2의 해당 커 버 인 

linux-2.4.19-rmk6-pxa1-hh30를 이용하여 iSCSI Initiator 

모듈이 동작할 수 있는 커 로 재구성 하 다. 우리는 이 같

은 방법을 통해 리 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의 모든 랫폼에 

본 시스템 이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과 으로 스토리지를 제어 할 수 있는 일시스템과 임베

디드 장치 상에서 표  SCSI 명령 집합을 생성하기 한 환

경이 구성되어 iSCSI Initiator를 탑재하 고 해당 장치는 원

격지의 스토리지를 마치 자신의 로컬상의 존재하는 SCSI 디

스크로 인식하 다. 한, 모바일 장치 상에서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Qt를 사용하는 QPE(Qt Palmtop Environment)

기반의 OPIE SDK를 이용하여 작성하 으며 [그림 1]에서 

나타냈다. 좌측 하단부에는 해당 Application을 구동하기 

한 모바일 장치상의 커  모듈정보를 나타내었고 iS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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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SCSI 장치제어 어 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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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50

532 961 335 546 718 86.2

NFS 544 665 211 574 531 248.4

iSCSI
100

536 879 334 544 701 52.6

NFS 548 666 215 565 518 149.6

Target의 해당 IP 도메인과 TCP 포트번호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우측 탭은 iSCSI의 세션 상을 한 필수

인 몇 가지 라미터를 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성

능평가 시에도 이용하 다. 여기에 재 장치상의 시스템 상

황을 GUI 기반으로 모니터링 하기 해 OPIE SDK에 존재

하는 소스를 사용하여 기능을 추가하 다.

2.2 성능분석

IPv4 네트워크 에서의 성능분석과 마찬가지로 CPU의 

유율과 데이터의 처리량에 두고 진행하 으며 두 

가지의 분석 도구로서 순차  데이터 입출력의 

성능측정이 용이한 Bonnie++(1.03a)를 선택하 다. 이 

도구로 미리 지정된 크기를 가지는 단일 데이터에 한 

처리량을 비교하 으며  [표 1]은 Bonnie++를 이용한 

iSCSI와 NFS의 성능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단일 일에 한 처리속도 측정결과 (NFS vs 

iSCSI)

[표 1]을 보면 반 으로iSCSI가 NFS보다 좀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랜덤 Seek 

Time은 NFS보다 3배정도의 시간차가 났다. 이 것의 결

과는 IPv4에서의 성능분석과 마찬가지로 iSCSI는 NFS

와는 다르게 일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인 블록 

치 값으로써 데이터를 근하므로 이 같은 성능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장 공간의 확장과 이동성이 

필요한 모바일 시장에서 차 으로 시장 역을 

형성하고 있는 임베디드 리 스를 이용하여 IPv6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iSCSI Initiator Driver를 

구 하 고, 이에 따른 성능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비록 

제한된 무선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해 만족할 

수 을보이지는 못하 지만 IPv4 환경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NFS와 같은 원격 스토리지 근 

방법보다는 나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 으로 우리는 차세  인터넷 환경인 IPv6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iSCSI와 같은 모바일 

장치가가지는 제약사항에 한 극복방안에 한 것을 

제시할 수 있었고, 특히 용량의 장장치를 필요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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