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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스냅샷

  스토리지 스냅샷은 특정한 시점의 스토리지 시스템의 

이미지를 말한다. 스냅샷은 데이터 보호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냅샷 구현을 위해서는 보

통 블록 수준, 파일 시스템 수준, 하드웨어 수준에서 개

발된다. 블록 수준 스냅샷은 iSCSI를 변형시켜 구현하며, 

파일 시스템 수준은 기존 파일 시스템의 내용을 변형하

거나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구현한다. 하드웨어 수준은 

하드웨어 제조 업체에서 특정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스냅샷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블록 수준 스냅샷의 경우[1], 데이터가 파일 시

스템의 캐시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스냅샷의 일관

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하드웨어 수준 스냅샷은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동작하며, 파일 시스템 수준 스냅

샷[2]은 특정 파일 시스템에서만 동작이 가능하므로, 일

관적인 스냅샷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3]에서는 기존의 구현 수준이 아닌 가상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하여, 파일 시스템의 캐시로 인한 일관성

이 깨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드웨어와 파일시스템에 

독립적인 스냅샷 기술을 제안한바 있다.

  온라인 스냅샷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눅스 시스템 콜을 

후킹하고, 스냅샷 생성 시에 유저 영역에서 소스 디렉토

리를 순회하며, 디렉토리 구조를 복제한 후에 시스템 콜 

후킹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디렉토리 구조를 보정하

는 단계를 거쳐 디렉토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하지만 소스 디렉토리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디

렉토리를 다른 위치로 옮겼을 경우, 보정 과정을 거쳐도 

임의의 디렉토리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 디렉토리 순회와 보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디렉토리 누락과 중복을 없애는 방법을 제안한

다. 또한, 디렉토리 변경 추적을 위해 시스템 콜 

Wrapping 기법이 아닌 BPF(Berkeley Packet Filter)[4]기

법을 이용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제안하는 

스 온라인 스냅샷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며, 3절에서 결론

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온라인 스냅샷 방법

▶▶ 그림 1. 제안하는 온라인 스냅샷 구성도

  

  그림 1은 제안하는 온라인 스냅샷의 구성도이다. 가상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커널 영역의 후

킹 관리자는 BPF를 통해 스냅샷을 위한 내용을 추가한

다. 로그 관리자는 BPF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을 유저

단의 로그 수집기에게 전달한다. 스냅샷 관리자는 스냅

샷의 생성, 제거, 복원 등의 명령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다. 소스 디렉토리는 스냅샷을 생성할 대상이며, 스냅샷 

디렉토리는 스냅샷을 생성하는 시점의 소스 디렉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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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토리지 스냅샷은 특정한 시점의 스토리지 시스템의 이미지를 말하며, 데이터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스냅

샷 구현을 위해서는 블록 수준, 파일 시스템 수준, 하드웨어 수준으로 구현이되지만, 파일 시스템 캐시에 대한 처리 등으로 인해 

스냅샷 일관성이 깨지거나, 하드웨어 혹은 파일시스템에 종속적이여서 여러 파일시스템과 하드웨어에 일관적인 스냅샷을 제공할 

수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스냅샷들은 정적 스냅샷을 제공하여, 스냅샷 생성시간 동안 시스템의 서비스를 멈춰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파일시스템과 하드웨어에 독립적이면서, 온라인 스냅샷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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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유지한다. Cow 디렉토리는 스냅샷 디렉토리의 

파일의 내용이 변경되면, 그에 해당하는 원본 데이터를 

보관한다.

  스냅샷 생성 시, 스냅샷 관리자에서 후킹 관리자로 소

스 디렉토리 정보가 전달된 후, 소스 디렉토리를 순회하

며 스냅샷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디렉

토리 구조를 메모리 상에 유지한다. 스냅샷 관리자는 동

시에 로그 수집기에서 소스 디렉토리의 변경된 정보들을 

확인하여, 스냅샷 디렉토리에 변경 사항을 적용시킨다.

  특히, 디렉토리를 다른 위치로 이동 시켰을 경우, 이 

디렉토리가 메모리상에 있는 디렉토리 구조에 존재하고, 

이전 이름이라면, 이전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로 변경한

다. 만약, 메모리상에 디렉토리 구조에 존재하며, 새로운 

이름이라면, 복제가 잘된 것이므로 현상유지를 하고, 메

모리상에 디렉토리 구조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디렉토

리에 대해서 재 순회를 실시하여, 복제를 수행한다.

  스냅샷 생성 이후,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냅샷 

디렉토리 내의 파일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되기 이전

의 내용을 로그 수집기로부터 획득하여 이를 Cow 디렉

토리에서 해당하는 파일에 기록한다.

  스냅샷 복원을 위해서는 스냅샷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디렉토리 구조를 복원하며, 데이터에 대

해서는 스냅샷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들의 내용과 

Cow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내용들을 합쳐서 데이터 복원

을 진행한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파일 시스템 수준 온라인 스냅샷

을 제안한다. 가상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해

서 BPF를 통해 파일 및 디렉토리의 생성, 삭제, 이름 변

경, 데이터 변경을 확인한다. 또한, 온라인 스냅샷을 지

원하기 위해서 스냅샷 디렉토리 생성시, 소스 디렉토리

와 스냅샷 디렉토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BPF를 

통해 받아온 정보를 스냅샷 디렉토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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