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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에 클라우드 컴퓨  개념이 도입되면서 수많은 데스크톱 어 리 이션들이 웹기반 어 리 이션

으로 옮겨가거나 비슷한 기능의 웹-어 리 이션으로 재차 제작 되고 있는 추세이다[1]. 이에 Ruby on 
Rails 임워크는 웹- 랫폼을 쉽게 개발하고, 유지 보수가 편리한 장 으로 인하여 많은 웹 어 리

이션 개발에서 사용된다[2]. 따라서 Ruby on Rails 기반의 이동형 서버 어 리 이션 형태를 배포하

기 해서는 Ruby 언어를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Ruby 체의 용량은 개발하는 어 리 이션의 반 

이상이거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Ruby의 용량을 이고, 해당 어 리 이션의 설치 속도를 

이고자한다. 이는 Ruby 언어의 필수 사용 라이 러리와 개발하려는 어 리 이션에서 참조하는 라이

러리를 찾아낸 다음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하 다.

1. 서론

Ruby 언어는 2008년 11월에 릴리즈 된 기 으로 1. 8. 

6버 을 유지하고 있다. 도우즈용 Ruby 언어의 실행

일, 라이 러리  도큐먼트 일등이 175MB가량을 차지

하고 있다. Ruby on Rails 임워크는 Ruby를 필수로 하

기 때문에 Ruby를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ETRI에서 개발 배포 인 YouFree라는 이동형 퍼스  

SW 랫폼은 이동형 장 매체에 설치하여 도우즈 OS가 

탑재된 어떠한 개인-컴퓨터(PC)에서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휴  하는 어 리 이션이다[3]. YouFree는 Ruby on Rails 
임워크로 개발하여 Ruby가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YouFree 체의 용량은 2.0 basic 버 을 기 으로 290MB
가량이 된다. 그  Ruby 언어의 용량은 매우 버거운 편이

며, Ruby 언어에 설치된 일 개수는 2만여 개, 용량은 

175MB에 달한다. 이를 제외하면 YouFree는 2천여 개의 

일과 120MB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1)

가령 C와 같은 로그래  언어에는 공유라이 러리

(dll)를 만들거나 실행 일(exe)을 만들어 독자 인 실행환

경을 만들어 다. 하지만 Ruby와 같은 스크립트 언어의 

경우에는 interpreter가 함께 공존해야 실행할 수 있으며, 
라이 러리 역시 루비가 설치된 채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4]. Ruby 언어 실행 환경을 해서는 Ruby를 

설치하여 2만여 개에 달하는 련 일들을 지니고 있어

야 비로소 독자 인 실행환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빠른 

설치와 은 용량을 필수로 하는 이동형 장 매체에 

Ruby 라이 러리 축소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2. Ruby 라이 러리 분석

Ruby는 크게 실행 일, 라이 러리, 캐시  도큐먼트

와 기타 라이 러리 네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본장에서는 

Ruby의 1. 8. 6버 을 기 으로 Ruby 라이 러리 축소를 

하여 각각의 용량  필수 사용 요소에 하여 살펴본

다.

2.1. 실행 일

“Ruby\bin”폴더에 실행 일, 인터 리터와 dll 등 Ruby 

언어 구동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 용량은 6MB정도 되

며, 일 개수는 46개이다. 각 일들의 용도는 거의 

Ruby언어의 구동에 필요한 것이므로 부분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2.2 라이 러리

“Ruby\lib”하  폴더에 크게 “1.8”, “gems”, “site_ruby”

의 세 개의 폴더가 존재한다. “1.8”에는 6MB정도의 용량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2007-S-015-01, SaaS기반 이동형 개인맞춤 사무환경 구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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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uby와 YouFree에서 라이 러리 삭제를 통해 

어든 용량 비교

과 900개의 일이 존재하며, Ruby언어의 기본 으로 제

공되는 라이 러리들이 있다. “gems”에는 102MB정도의 

용량과 2만여 개의 일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필요에 따

라 더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다. 끝으로 “site_ruby”에는 

“gems”의 추가 인 라이 러리로 1MB남짓의 용량과 2백

여 개의 일이 존재한다. 한 “gems”의 각 라이 러리

에는 “test” 폴더가 간혹 존재하며, 각 라이 러리에 한 

사용 제가 담겨있다. 이는 해당 라이 러리와 비하여 

부분 1:1 비율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 리

이션 배포 시에 불필요한 부분이다.

2.3 캐시  도큐먼트

캐시는 비교  무거운 gems 라이 러리의 실행 속도

를 증가시키기 한 임시 폴더로써 “gems”의 하 에 

치하고 있다. 이는 Ruby의 실행과 동시에 내용이 채워지

며, 따로 삭제 처리 하지 않아야 할 곳이다. 내용에 따라 

10MB정도의 용량을 지니고 있다. 도큐먼트는 크게 

“Ruby\doc”에 존재 하며, gems 라이 러리 내부에도 각

각의 라이 러리에 한 도큐먼트 폴더들이 존재한다. 만7

천여 개의 일이 약 73MB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2.4 기타 라이 러리

“Ruby\share”에는 yaml로 라이 러리를 제공해 놓았

다. 36MB가량의 용량과 9천여 개의 일이 존재한다. 

yaml은 마샬링을 한 라이 러리 이며, 어 리 이션에 

따라 사용치 않는 경우가 많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삭제 

가능한 라이 러리이다.

3. 불필요한 Ruby 라이 러리 제거

불필요한 ruby라이 러리를 찾기 해서는 먼  필요

한 라이 러리를 찾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YouFree에

서 필요로 하는 라이 러리를 찾고자 한다.

YouFree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 러리를 찾기 해서는 

어 리 이션에서 구 된 루비 일을 모두 조사한다. 조사

하는 방법은 Ruby 키워드인 require문으로 악하는 것이

다. 어 리 이션 소스코드에 require문을 사용하고도 해

당 라이 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작업은 싱단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략하 다. 주

석처리만 제외하고 require된 모든 라이 러리를 삭제불가

-리스트에 등록한다. require된 라이 러리 일은 텍스트

로 된 루비 일이며, 해당 라이 러리 일 역시 require

문이 포함되어 있어, 라이 러리에서 라이 러리의 참조가 

존재한다. 그래서 등록된 삭제불가-리스트에서 다시 라이

러리 내부를 조사하여 require문을 악하여 리스트에 

추가 등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더 이상 참조 라이 러리

가 존재하지 않을 때 까지 삭제불가-리스트를 등록하면, 

YouFree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 러리를 모두 찾을 수 있

다.

다음은 Ruby에서 기본 으로 사용하는 라이 러리를 

찾아 삭제불가-리스트에 추가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히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직  라이 러리를 하나씩 제거해

가며 Ruby로 되어있는 기본 인 어 리 이션을 실행해 

가면서 찾아내었다.

끝으로 Ruby 라이 러리 분석을 토 로 개발에 필요한 

제 일  도큐먼트 일을 삭제-리스트에 등록한다. 

비된 삭제불가-리스트와 삭제-리스트를 이용하여 

Ruby의 모든 폴더를 이동하며 삭제를 시도한다. 삭제불가

-리스트작성과 삭제 루틴은 C#으로 작성하 다.

4. 결론

3장에서 언 한 방법 로 Ruby 라이 러리 삭제로 인

해 어든 용량은 143MB로 체 175MB의 81.7%에 달하

며, 일 개수는 21,379개로 체22,364개의 몇 95.6%에 

달한다. 어든 일개수와 용량으로 YouFree는 296MB에

서 153MB로 어들었으며, 설치속도는 일반 인 

pentium4 로세서가 탑재된 PC에서 3분여 걸리던 것이 

1분여 설치속도로 어들었다.

Ruby가 설치된 클라이언트형태를 띄는 어 리 이션이

라면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용량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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