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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busybox를 이용하여 리눅스를 빌드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busybox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령어

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에 제한이 많다. 그러나 이와 달리 데비안이나 레드햇, 슬랙웨어 등의 리눅스 배포판은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 시스템 개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busybox보다 운영체제의 크기가 크고 부팅속도도 느려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배포판을 최적화하여 기존 

리눅스 배포판보다 크기가 작고 부팅속도가 빠른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을 제안한다.

구현 및 성능 분석 결과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은 기존의 리눅스 배포판보다 용량이 85.87% 줄었고, 기존 부팅 속도의 20%로 

부팅 속도 또한 증가되었다.

키워드: 비글본블랙(BeagleBoneBlack), 리눅스(Linux), 최적화(Optimization)

Ⅰ. Introduction

최근 IoT 산업에 대한 관심과 보급의 증대가 임베디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시스코 시스템즈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IoT가 14조 4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대부분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보안성, 안정성, 범용성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 운영체제는 개발자에게 익숙한 개발환경

을 제공하며 개발 시간이 줄어들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칩 제조사나 보드 개발사에서 리눅스 기반의 

BSP(Board Support Package)를 개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busybox를 이용하여 리눅스를 

빌드하여 사용하였고, busybox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외의 다른 명령어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라이브러리 

등을 모두 빌드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하지만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한

다면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에 높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라즈베리파이나 비글본블랙은 데비안이나 우분투 등의 

리눅스 배포판 운영체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 지원과 위키 운영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제공하

는 리눅스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기기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busybox는 개발의 다양성, 

용이성 등이 낮으나 크기가 작고 부팅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리눅스 

배포판은 개발의 다양성, 용이성 등이 높으나 크기가 크고 부팅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글본블랙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배포판을 최적

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리눅스 배포판을 변경하여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과 기존의 리눅스 배포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임베디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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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Busybox

busybox는 GNU 파일 프로그램, 쉘 프로그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유닉스 공통 명령어와 작은 실행 파일들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busybox는 GNU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보다 적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명령어에 포함된 기능은 기존의 명령어와 매우 

유사하게 동작한다.

busybox는 설정과 빌드 그리고 사용이 매우 쉽고, 다양한 공용 

리눅스 명령어를 지원하며 시스템 자원 사용량이 매우 적다. 또한 

busybox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은 데비안, 레드햇, 슬랙웨어 등의 

리눅스 배포판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대체한다. 게다가 모듈 방식으

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busybox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은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고 제한된 

옵션만 지원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busybox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명령어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라이브러리 등을 빌드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1.2 Linux Distribution

대부분의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구성할 때는 유닉스 계열

의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는 보안성, 안정성, 

범용성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리눅스는 

오픈소스로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되었으며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리눅스는 리눅스 커널이라 하는 운영체제의 핵심 프로그램을 말하

며 운영체제에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어플

리케이션, 유저 인터페이스 등의 모든 요소들을 패키징 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게 만든 것이 리눅스 배포판이다.

리눅스 배포판의 종류로는 데비안, 레드햇, 슬랙웨어, 안드로이드, 

아치 리눅스, 하모니카 등이 있다.

리눅스 배포판은 대부분 x86_64 환경으로 패키징 되어 배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라즈베리파이, 비글본블랙 등의 영향으로 

ARM 환경의 리눅스 배포판도 같이 배포되고 있다.

Fig. 1. 라즈베리파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들

Ⅲ. The Proposed Scheme

1. Linux Distribution Packaging

1.1 리눅스 배포판 패키징 도구

본 논문은 리눅스 배포판을 패키징 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 

debootstrap과 qemu-user-static을 이용한다. 해당 도구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sudo apt install debootstrap qemu-user-static

1.2 리눅스 배포판 패키징

비글본블랙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배포판은 데비안 jessie이며, 

debootstrap을 이용하여 패키징 할 수 있다. debootstrap은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여 리눅스 배포판을 패키징 한다.

첫 번째 절차는 리눅스 배포판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패키징 하는 

절차다. 이 절차에서는 리눅스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하여 

패키징 한다.

두 번째 절차는 언패키징 절차이다. 첫 번째 절차에서 패키징 

한 패키지를 루트파일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루트파일시스템에 필요 없는 패키지를 제외

하고 필요한 패키지만 설치하여 리눅스 배포판을 최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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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alue

배포판 Debian

버전 Jessie

플랫폼 armhf

패키지

ifupdown

iputils-ping

isc-dhcp-client

kmod

netbase

net-tools

openssh-server

openssl

sudo

udev

vim-tiny

Table 1. 패키징 할 리눅스 배포판 환경

① 리눅스 배포판 패키징 (하위폴더 rootfs에 저장)

$ sudo debootstrap --arch=armhf --variant=minbase 

--include=ifupdown,iputils-ping,isc-dhcp-client,kmod,netbase,n

et-tools,openssh-server,openssl,sudo,udev,vim-tiny --foreign 

jessie ./rootfs https://mirrors.kernel.org/debian

② 리눅스 배포판 루트파일시스템 생성

$ sudo cp /usr/bin/qemu-arm-static ./rootfs/usr/bin

$ sudo chroot ./rootfs /bin/bash debootstrap/debootstrap 

--second-stage

기존의 루트파일시스템을 debootstrap으로 생성된 루트파일시스

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Ⅳ. Performance Experiments

본 논문에서 구현한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과 기존의 리눅스 

배포판의 크기와 부팅속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기존의 비글본블랙 

리눅스 배포판은 https://beagleboard.org에서 제공하는 Debian 8.7 

2017-03-19 4GB SD IoT를 사용하였다. 크기비교는 리눅스의 du 

명령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부팅속도 비교는 systemd에서 제공하는 

systemd-analyze time 명령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은 기존 배포판과 최적화된 배포판의 용량을 비교한 표이다.

Item 기존 배포판 최적화된 배포판

용량 1.5 GB 217 MB

Table 2. 기존 배포판과 최적화된 배포판 용량비교

다음은 기존 배포판과 최적화된 배포판의 부팅 속도 비교표이다.

횟수 기존 배포판(sec)
최적화된 

배포판(sec)

1 49.361 9.486

2 42.532 8.869

3 44.087 8.850

4 43.161 8.869

5 43.559 8.889

6 43.628 8.829

7 42.600 8.873

8 43.637 8.868

9 44.048 8.869

10 43.279 8.879

평균 43.9892 8.9281

Table 3. 기존 배포판과 최적화된 배포판의 부팅속도 비교

실험 결과, 기존의 기존 리눅스 배포판보다 최적화한 리눅스 배포판

의 용량이 약 85.87% 줄었고, 기존 부팅속도의 약 20%가 되어 

부팅속도 또한 빨라졌음을 확인하였다.

Ⅴ.Conclusions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busybox를 이용하여 리눅스를 

빌드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busybox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에 제한이 많다. 이와 달리 데비안이

나 레드햇, 슬랙웨어 등의 리눅스 배포판은 다양한 명령어를 지원하여 

시스템 개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busybox 보다 운영체

제의 크기가 크고 부팅속도도 느려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배포판을 최적화하여 기존의 리눅스 배포판보다 크기가 작고 부팅속도

가 빠른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기존 리눅스 배포판 용량이 85.87%로 줄어들었

고, 부팅속도 또한 기존 리눅스 배포판 부팅속도의 20%로 부팅속도 

또한 증가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은 busybox에 비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 크기가 작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구동하기 어렵다. 향후 메모리 크기가 작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용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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