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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의 발 으로 많은 디바이스들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어 데이터를 얻거나 제어함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통 하나의 디바이스에 다수의 사용자가 근하여 데이터를 얻거나 제어 함으로써 서

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디바이스를 여러 사용자가 이용하게 되면 어떤 사용자에 의해 디바

이스가 오작동을 할 수 있고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방하고 디바이

스를 리하기 해 FUSE와 Syslog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근에 한 정보 로그하는 기법을 제시한

다. 이를 하여 리 스(Ubuntu 16.04)에서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을 작성하여 커 에 삽입하고, 
디바이스에 근을 시도하는 테스트 로그램을 작성하여 디바이스에 근할 때 근 정보를 로그하

는 기법을 제시한다.

1. 서론

 IOT의 발 으로 많은 디바이스들이 사용자들에게 제공

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디바

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디바이스의 오작동,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를 리자로 하여  방

하고 해결하기 하여 디바이스 근에 한 로그를 남겨 

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FUSE(Filesystem in 

Userspace)를 이용한 문자 디바이스 일을 생성하고 

Syslog를 이용해 디바이스에 근하는 사용자에 한 정

보를 로그 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이를 하여 FUSE에서 리하는 디바이스 일을 통해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근할 때 사용자에 한 ID, 근 

시간을 Syslog에 달하고 로그 일에 기록한다.

 2장에서 FUSE의 동작 원리와 리 스에서 문자 디바이스 

근 과정, syslog에 한 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한 

구   실험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시한 기법의 결과

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련연구

2.1 FUSE(Filesystem in Userspace)

 FUSE는 (그림 1)과 같이 커 에 있는 FUSE 모듈

(FUSE Module)과 사용자 수 의 라이 러리(libfuse)로 

구성되어 있다[1,2].

(그림 1) FUSE 동작 흐름

 (그림 1)에서 사용자 로세스는 open()을 호출하여 

open() 시스템 콜을 발생시킨다. open() 시스템 콜은 

VFS(Virtual File System)이 받아 어떤 일시스템의 

일을 열기 한 요청인지 확인한다. FUSE의 일 열기를 

요청하면 FUSE 모듈을 통해 FUSE Application으로 달

한다. FUSE Application은 달받은 열기 요청을 처리하

고 FUSE 모듈을 통해 VFS에 달함으로써 사용자 로

세스는 open() 호출에 한 결과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FUSE를 이용하여 사용자 역에서 동작되는 

일 시스템을 구 할 수 있으며 FUSE를 통하여 생성된 

일들에 한 근은 FUSE Application에서 구 된 

일 오퍼 이션에 의해 처리된다. 따라서 일 시스템의 기

능을 사용자 역에서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커  내부

의 모듈 로그래 보다 용이하다. 한 사용자 수 의 다

양한 라이 러리 함수를 이용할 수 있어 새로운 기능 추

가  변경이 보다  편리한 장 이 있다[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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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자 디바이스 근

 디바이스를 근하기 해 사용자는 (그림 2)와 같이  

수  일 입출력 함수를 이용해 디바이스 일에 데이터

를 읽고 쓴다[6].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일과 

연결되어 응용 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

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림 2) 디바이스 근 과정

 일반 으로 리 스에서 문자 디바이스를 근하는 과정

은(그림 3)와 같이 디바이스 일을 통하여 디바이스에 

근한다.

 

(그림 3) 문자 디바이스 근 과정

(그림 3)에서 문자 디바이스에 근하기 해서는 사용

자 로세스에서 디바이스 일에 한 open() 시스템 콜

을 호출한다. 디바이스 일에 한 open() 요청은 커  

안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달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달받은 open() 함수에 맵핑된 dev_open() 함수를 호출

하여 문자 디바이스에 근할 수 있는 일 디스크립트 

번호를 응용 로그램에 반환한다[7].

2.3 Syslog

 수많은 시스템의 커  경고, 디버깅 정보, 각종 메시지 

출력 등의 다양한 활동에 한 정보를 받아서 일 로 처

리, 기록하는 데몬 로그램이다. Syslog는 <표 1>,<표 

2>에 보이는 메시지 기능 코드와 메세지 등  코드를 이

용해 로그 하기 한 정보의 종류와 등 을 설정하여 로

그 메시지의 종류와 등 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보

를 로그 일에 기록한다[8]. 리자는 Syslog를 통해 기

록된 로그 일을 확인함으로써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검한다.

 

번호 설명

0 커  메세지

1 사용자 계층 메세지

2 메일 시스템

3 시스템 데몬

4 보안/허가 메세지

5 syslogd에 의해 내부 으로 생성된 메세지

6 라인 린터 서  시스템

7 네트워크 뉴스 서  시스템

8 UUCP서  시스템

9 클락 덱몬

10 보안/허가 메세지

11 FTP 데몬

12 NTP 서  시스템

13 로그 감사

14 로그 경보

15 클락 데몬

16~23 지역 사용 0 ~ 지역 사용7

<표 1> Syslog 메세지 기능 코드

코드 등 설명

0 Emergency 시스템 사용불가

1 Alert 즉시 조치

2 Critical 치명 인 상태

3 Error 오류 상태

4 Warning 주의 상태

5 Notice 정상이지만 요한상태

6 Informational 정보 메시지

7 Debug 디버그 수 의 메세지

<표 2> Syslog 메세지 등  코드 

3. 구   실험

3.1 구

 제시한 기법의 기능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FUSE 

Application의 main() 함수와 일 오퍼 이션(test_oper)

을 (그림 4)과 같이 구 한다. 

 (그림 4)에서 main() 함수는 FUSE 일시스템이 Root 

일 시스템에 마운트 시킬 때 필요한 디 터리명  옵

션 등을 인수로 달받아 fuse_main()을 호출한다.

 openlog() 함수는 syslog() 함수를 호출하여 로그를 기록

하기 에 system logger와 연결하기 해 호출한다. 

openlog()에 사용되는 인자는 첫 번째 인자(“FUSE 

Application") FUSE Application에서 생성된 인자를 확인

하기 해 사용한다. 두 번째 인자(LOG_PID)는 각각의 

로그 메시지에 PID를 포함시킨다. 세 번째 인자

(LOG_LOCAL1)는 로그 메시지를 로컬 1번으로 출력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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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struct fuse_operations syslog_oper = {

 // 일의 속성을 얻는 오퍼 이션

.getattr = syslog_getattr,

 // 디 터리를 읽는 오퍼 이션

.readdir = syslog_readdir, 

 // 디바이스 일 생성 오퍼 이션

.mknod = syslog_mknod, 

 // 일 open 오퍼 이션

.open = syslog_open,

};

int main(int argc, char *argv [])

{

        openlog(“FUSE Application",LOG_PID,

                                    LOG_LOCAL1);

        //FUSE Application과 system logger를 연결

return fuse_main(argc, argv,

                              &syslog_oper, NULL);

}

(그림 4) FUSE_operations  main()

 

 (그림 5)사용자가 디바이스 일에 근할 때 

"fuse_get_context()->uid“의 값을 통해 getpwuid()를 호

출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구해 passwd 구조체에 장한다. 

getpwuid()를 통해서 얻어온 사용자의 정보를 syslog() 함

수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근 정보를 기록한다.

static int syslog_open()

{

        int res = 0;

        char device_file[1024];

        struct passwd *cur_user = 

                     getpwuid(fuse_get_context()->uid);   

        // 디바이스에 근하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온다.

        res = open(device_file,fi->flags);

        syslog(LOG_INFO | LOG_LOCAL1, "%s -> 

                 device file open()", cur_user->pw_name);

        // syslog()를 이용해 근 정보를 기록한다.   

        if(res<0) return -errno;

        close(res);

        return 0;

}

(그림 5) FUSE 일 시스템의 open()

3.2 실험

 제시한 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험한다. 

(그림 6) FUSE 일시스템 마운트 

[과정1] FUSE 일 시스템을 마운트 시킬 디 터리를 확

인한다.

[과정2] 마운트 디 터리를 지정하고 FUSE_Application

을 실행한다. 

[과정3] FUSE 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

[과정4] 디바이스 일을 생성하고 디바이스 일이 생성

됨을 확인한다.

#define MAJOR_NUMBER 240

static int test_open() {

  printk("[test_open]\n"); // 커  메시지 출력

  return 0;

}

static ssize_t test_release() {

  printk("[test_release]\n"); //커  메시지 출력

  return count;

}

static struct file_operations dev_fops = {

  .owner=THIS_MODULE,

  .open=test_open,

  .release=test_release,

};

int test_init(){ · · · }

int test_exit(){ · · · }

(그림 7)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림 8)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 삽입 

[과정5] 디바이스 근 확인을 한 디바이스 모듈 삽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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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로그 일

(그림 10) 커  메시지 확인

#include<stdio.h>

#include<fcntl.h>

#include<unistd.h>

int main(void) {

  int fd ;

  fd = open("/home/fuse/test_dev",

                    O_RDWR | O_NDELAY);

  return 0;

}

(그림 9) 테스트 로그램

[과정6] (그림 9)의 테스트 로그램을 통해 디바이스에 

근하고 정상 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그림 10).

[과정7] 디바이스 근에 한 log 일(그림 11)을 확인한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

할 때 사용자에 한 정보를 로그로 남기는 기법을 제시

했다. 디바이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바이스 리자로 하

여  디바이스에 한 문제를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하게 

함으로써 디바이스의 유지 보수를 수월하게 한다. 제시한 

기법을 확인하기 해 사용자 역에서 구 된 FUSE 

일시스템을 이용해 디바이스 일을 생성하고 사용자로 

하여  FUSE 일시스템이 리하는 디바이스 일을 통

해 디바이스에 근할 때 사용자 정보를 Syslog를 이용하

여 로그로 남기는 기법을 제시하 다. 제시한 디바이스 

근 로그 기법을 확인하기 해 리 스 (Ubuntu 16.04) 운

체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일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정상 으로 근, 디바이스 근 정

보를 로그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능  타당성을 검토

하 다.

 FUSE 일 시스템과 Syslog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한 근 정보를 로그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FUSE 일시스템과 syslog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근

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수집하여 로

그 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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