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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는 물리 시스템과 컴퓨팅 시스템이 상호 작용CPS)

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으로 최근 산업 교통 국방, , , , 

생명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1]. 

에서는 많은 장치 또는 센서를 통해 물리 CPS IoT 

시스템으로부터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 집, 

중화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를 다시 물리 시스템에 반영한다 최근 , . 

에서 활용하는 컴퓨팅 시스템은 대체로 클라우CPS

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 환경은 [2].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주요한 컴CPU, , , 

퓨팅 자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다양, 

한 장치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환경에서는 물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많은 정CPS 

보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달되고 처리된다.

센서와 장치 등 다양한 정보 수집 장치에서 IoT 

클라우드로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 존재한다 상호 간에 연결된 네트워크 세션을 통. 

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과 일정 시

간 축적되고 일차적으로 정제한 정보를 파일 형태

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다 네트워크 . 

세션을 연결해두는 방식은 항시 동작 중이고 실시, 

간성이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 

전달받는 노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장치나 . IoT 

센서들은 배터리로 동작하여 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항상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은 비효

율적이다 따라서 일정량 수집한 데이터를 분류에 . 

따라 여러 파일로 저장하고 일시적으로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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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수립해 파일들을 전송하는 방식이 보다 효

율적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은 일반

적이며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많은 파일을 한 번에 , 

전송할 때는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다 파일을 전송할 때는 보통 세션을 통해 바. TCP 

이트 스트림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여. 

러 개의 파일을 순차적으로 보낸다면 하나의 파일

을 전송하고 다음 파일을 오픈한 후 다시 파일의 , , 

내용을 읽어오는 동안 세션은 전송을 중단한 TCP 

채 대기한다 이때 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인 슬. TCP

로우 스타트 의 특성으로 인해 전송 속(slow start)

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송이 중단된 시. 

점에 전송 속도가 초기 속도로 떨어지고 다음 파일, 

의 내용을 전송할 때는 낮은 속도로 시작하여 점차 

성능을 높여감으로써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로 활용

하지 못하는 것이다 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 UDP

를 회피할 수 있지만 전송의 신뢰성을 사용자가 직, 

접 보장해야 하는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용의 문제를 보다 손쉽게 해

결하는 방법은 여러 파일을 미리 하나로 합치는 전

처리를 한 후 전송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소용량 파. 

일을 전송하는 것보다 하나의 대용량 파일을 전송, 

하는 것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전송이 완료된 후에 수신단에서는 필. 

요에 따라 파일을 다시 여러 파일로 나누거나 혹은 

정보만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파일. 

을 하나로 합치거나 다시 여러 파일로 분할하는 동, 

작은 에서의 정보 전달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CPS

에서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는 연산이다 메일을 보. 

낼 때 다수의 첨부파일을 편의상 하나의 파일로 압, 

축해서 보내기도 하고 소스 파일을 백업하거나 다, , 

른 위치로 이동할 때도 하나의 파일로 결합하여 관

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 및 분할 연산은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

단히 비효율적으로 동작한다 파일시스템은 파일의 .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직 읽기와 쓰기 연산만을 제공

하므로 여러 파일을 하나로 결합할 때는 읽기 연산, 

을 통해 스토리지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유저 영역

으로 복제하고 다시 쓰기 연산을 통해 스토리지의 , 

새로운 위치로 복제하는 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는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스토리지 장치에 기

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장치 입출력과 메모리 복사를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합 및 분할 연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커널 레벨에서의 블록 재

배치 기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에서 커널은 파일을 인덱스 노드 (Index-node, 

라는 자료구조로 표현하고 관리한다I-node) . 

에 포함된 주요한 정보는 해당 파일에 기록I-node

된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할당된 스토리지 

장치의 데이터 블록들의 번호이다 블록 재배치 기. 

법은 이 의 데이터 블록 번호를 조작하여 데I-node

이터 블록 정보를 수정하고 다른 로 이전하, I-node

는 동작을 커널 레벨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결합 및 . 

분할 연산을 수행 시에 스토리지 장치에 적재된 데

이터를 복제하지 않고 에 기재된 정보만을 , I-node 

조작하여 결합 및 분할을 완료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장치 입출력이나 메모리 복제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높은 효율을 보인다. 

본 연구진은 블록 재배치 기법을 실제 리눅스 환경

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에 구현하였Ext4 

다 파일 시스템은 에서 데이터 블록을 . Ext4 I-node

관리할 때 라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Extent , 

등 최근 파일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BtrFS

는 기법이다 따라서 에서의 구현이 다른 파일 . Ext4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도 용이하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크기 및 개수의 파일에 

대한 결합 분할 연산의 수행 결과와 함께 실제 클, 

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수행

하여 블록 재배치 기법의 효율성을 보인다 그 결과. 

로 첫째 커널 레벨의 분할 및 결합 연산은 유저 레, 

벨에서의 수행에 비해 약 의 시간만을 소요하0.5%

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이 결과는 파일 . 1MB 

개를 하나로 결합하는 실험에서 도출되었다1024 . 

둘째 클라우드에서 , AWS (Amazon Web Service) 

동작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자체 구축한 ownCloud 

기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는 

실험에서 약 수준으로 소요 시간을 감축하는 17% 

성능을 보였다 이 결과는 크기의 파일 개. 1MB 128

를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WebDAV 

를 통해 전송하고 등록하는 경우와 제안하는 API , 

커널 레벨 연산을 이용해 하나의 파일로 결합 후 

서버로 전송하고 다시 분할 후 클라우드 스토리지

에 등록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성능 평가 결과는 제안하는 커널 레

벨의 분할 및 결합 연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 , 

동작이 커널 레벨의 지원을 통해 대단히 효율적으

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여. 

점은 커널 레벨 연산의 설계와 구현을 제시함과 동

시에 그 구체적인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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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실증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우선 . 2

블록 재배치 기법의 설명에 앞서 관련한 배경지식으

로 에서 데이터 블록을 관리하는 두 가지 방I-node

식과 플래시 기반의 파일 시스템을 설명하고 관련 , 

연구를 제시한다 장에서는 커널 레벨 블록 재배치 . 3

기법의 상세한 설계와 고려 사항을 소개하며 장에, 4

서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의 구현 내용을 기Ext4 

술하고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한다 장, . 5

에서 향후 연구 계획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Ⅱ

최근의 파일 시스템에서 에 데이터 블록I-node

을 기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모. 

든 데이터 블록의 번호를 기재하는 방식과 물리적, 

으로 연속된 블록을 라는 단위로 정의하고extent , 

정보만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extent [3].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일Ext2, Ext3 

반적인 구조와 같다 이 방식에서는 Unix I-node . 

내에 직접 데이터 블록의 번호가 기재되는 I-node 

직접 접근 블록 와 데이터 블록을 (direct blocks)

추가로 저장하기 위해 별도로 할당받은 인덱스 블

록 혹은 간접 접근 블록 (index blocks) (indirect 

를 사용하여 데이터 블록을 모두 저장한다blocks) . 

은 다시 계층화될 수 있으며Index blocks , Ext2, 

파일 시스템의 경우 세 단계 Ext3 (triple indirect 

까지 계층화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모든 데blocks) . 

이터 블록의 번호를 직접 저장하기 때문에 직관적

이고 관리가 용이한 장점은 있지만 대용량 파일의 

경우 메타데이터가 너무 커지고 그로 인해 간접 접, 

근 블록을 거치면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속

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등의 보다 최Ext4, BtrFS, NTFS, XFS 

근의 파일 시스템에서 주로 채용된 방식으로 데이

터 블록의 번호가 아닌 들을 기록하여 할당 extent

정보를 관리한다 는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 Extent

의 그룹으로 시작 블록 번호와 블록의 개수로만 표, 

현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많은 수의 데이터 블록도 . 

두 개의 숫자만 이용해 에 표현할 수 있다extent . 

그림 에서 나타낸 것처럼 방식에서는 해1 , extent 

당 파일에 할당된 들을 트리 구조로 관리하extent 

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메타데이터를 Extent 

위한 스토리지 장치의 저장 공간을 적게 요구하기 

그림 기반의 구조1. Extent I-node 

Fig. 1 I-node structure with extents [4]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읽기 위한 장치 입출력 요구

도 적어진다 따라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속. 

도도 더 높아진다 다만 파일 시스템의 가용한 블. , 

록들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단편화되어 있을 때

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최근 파일 시, 

스템들은 다수의 블록을 동시에 미리 할당하거나

보다 적합한 할당 공간을 찾기 위(pre-allocation), 

해 할당을 최대한 미루는 기법 을 (lazy allocation)

사용하여 단편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 

최근에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extent 

며 본 논문에서도 방식의 파일 시스, extent Ext4 

템에 대해 블록 재배치 기법을 구현하였다.

에서 사용되는 및 센서 장치는 전력과 CPS IoT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카드 등의 eMMC, SD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저장 장치를 주로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 FTL (Flash Translation 

를 통해 와 같은 를 대상으로 설계Layer) Ext4 HDD

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JFFS2, 

와 같은 플래시 저장 장치를 대상으로 설YAFFS2

계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5, 6]. 

한 플래시 파일 시스템들은 플래시 페이지 단위의 

쓰기 플래시 블록 단위의 지움 연산 등의 플래시 , 

장치의 특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

어있다 따라서 기존 파일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주. 

로 저장 매체에 대한 동작 방식과 장치의 낮은 메

모리 용량으로 인한 제약을 해결하는데 있다 동작 . 

중인 파일시스템의 메인 메모리 상에서 관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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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들은 기존과 유사하고 특히 본 논문에서 , 

주목하는 와 내에 데이터블록을 표I-node I-node 

시하는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 

의 경우 와 같은 모든 데이터 YAFFS2 , Ext2, Ext3 

블록의 번호를 직접 기재하는 방법을 쓰지만 메모, 

리 효율성을 위해 메인 메모리에 분할하여 로드할 

수 있는 기법 등을 사용한다 따라tnode tree [6]. 

서 본 논문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연Ext4 

구를 진행하였지만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기대한다.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을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본 연구와 유사한 분할 및 결합 연산이 제안

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동영상 파일의 부[7]. 

분 수정 동작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파일

을 둘로 분할하거나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결합하, 

는 커널 레벨 연산을 제안하였고, Ext4, FAT, 

파일 시스템에 구현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exFAT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하는 기법과의 차이는 . 

첫째 연산 대상 파일을 둘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그 , 

이상의 개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스템콜 호

출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파일의 개수에 따른 수행 , 

시간의 비례성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멀티미디어 파일이 대. 

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많은 센서에서 수, 

집된 데이터가 분할된 파일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

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분할 및 결합 연산. ,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록 크기와 데이터 크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더미 데이터 를 (dummy data)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처. 

리 방법은 멀티미디어 파일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오염되는 CPS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해결

방법이다 이 문제는 본 논문에서도 고려하여야하는 . 

부분이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고 다음 장, , 

에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 

을 파일 전송 경로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효용성을 밝힌 점은 본 논문만의 기여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블록 간의 연결을 통해 

임의 파일을 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제안된 바 있

다 해당 연구도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의 수[8]. 

정 및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

으며 기존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블록들을 가리키, 

는 목록을 유지하고 이를 파일로 인식하게 하는 시, 

스템을 구상했다 명시적으로 결합 및 분할 연산을 .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블록을 , 

가리키는 목록만 수정함으로써 손쉽게 결합 및 분

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새로. 

운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과 분할 및 결합 

연산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거나 성능을 평가하지 않

았다는 점은 본 논문과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일의 중간 부분에 대한 삭제 연산

을 를 조작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도 I-node

있다 파일은 일반적으로 순차적인 읽기 쓰기를 [9]. /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대한 삭제가 이

루어질 경우 해당 부분부터 다시 데이터를 기록하, 

고 그에 맞춰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 

이때 물리적인 데이터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수행 방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 

타데이터 수정 기법을 제안하고 중간 부분에 대한 , 

삭제 연산을 논리 파일 주소와 물리 블록 주소의 

매핑만을 수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본 연. 

구와 접근방식은 유사하지만 블록 재배치 기법이 

필수적인 분할 및 결합 연산으로 활용하기에는 기

능적으로 차이가 크다.

본 론. Ⅲ

블록 재배치 기법은 결합 및 분산 연산을 지원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커널 레벨 

기법이다 블록 재배치 기법의 핵심은 에 기. I-node

록된 데이터 블록을 다른 로 재배치함으로I-node

써 스토리지 장치에 대한 입출력 없이 파일 간 데, 

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대단히 효율. 

적인 사용자 레벨의 결합 및 분할 연산을 구현하도

록 한다.

본 장에서는 블록 재배치 기법의 설계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그에 따. , 

른 내부의 동작을 정의하고 둘째 기반 , , extent 

에서의 블록 재배치 기법의 동작 방식을 설I-node

명하고 셋째 버퍼 캐시 와 저널링, , (buffer cache)

등 추가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한(journaling) 

다.

블록 재배치 기법은 사용자에게 파일에 대한 결

합 및 분할 연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에 따라 표 과 같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1

다 분할 연산은 대상 파일 및 분할할 크기의 두 가. 

지 인자를 입력으로 받는다 이때 분할할 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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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블록 재배치 기법의 분할 연산 예2. 

Fig. 2 Example of the split operation for the 

block relocation technique

단위로 입력하되 데이터 블록 크기의 배수여야 KB , 

한다 인자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파일을 해당 크기. 

로 분할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결합 연산은 여러 파일에 대해 수행되기 때문에 

대상 파일의 목록을 전달받아야 하고 결과 파일의 , 

이름도 필요로 한다 인자에 문제가 없다면 모든 파. 

일을 결합해서 결과 파일을 생성한다. 

블록 재배치 기법은 결합과 분할의 두 가지 연

산을 지원하며 핵심적인 동작은 에 포함된 , I-node

들을 추출하여 다른 로 옮겨주는 것이extent I-node

다 이를 위해 우선 의 를 순회. I-node extent tree

하며 모든 정보를 추출하는 동작이 필요하extent 

다 그리고 를 다시 다른 에 분배할 . extent I-node

때는 필요하다면 기존 를 여러 개로 분할하extent

거나 혹은 여러 를 하나로 결합하는 동작을 , extent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블록 재배치 기법은 아. 

주 단순하게 를 순회하며 필요에 따라 extent tree , 

를 재구성하는 동작으로 이루어진다extent .

내의 를 순회하는 동작은 실I-node extent tree

제 의 구현에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리extent tree . 

눅스 의 구조는 레드 블랙 트리로 Ext4 extent tree -

구현이 되고 는 트리를 사용한다 따라서 , BtrFS B . 

이러한 자료구조에 맞춘 트리 순회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I-node extent . 

또한 이 순회 알고리즘은 차후 추출한 를 다extent

시 재할당할 때도 사용한다.

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Extent

하다 그림 는 블록 재배치 기법을 이용한 분할 연. 2

산의 예를 보인다 분할 대상인 기존 파일은 세 개. 

의 와 개의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되어있extent 11

그림 블록 재배치 기법의 결합 연산 예3. 

Fig. 3 Example of the merge operation for the 

block relocation technique

 Argument Results and errors

Split
Target file 
and splitted 
size in KB

 0:Success
-1:Error on target file
-2:Error on creation
-3:Error on splitted size
-9:Undefined error

Merge
List of target 
files, result 
file name

 0:Success
-1:Error on target file
-2:Error on creation
-9:Undefined error

표 블록 재배치 연산의 두 가지 인터페이스1. 

Table 1. Two interfaces for block relocation

고 해당 파일을 각 개의 데이터 블록을 가지는 총 , 4

개의 파일로 분할하려고 한다 이때 번 는 3 . 1 extent

총 개의 데이터 블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6 , 

개와 개의 데이터 블록을 갖는 개의 로 4 2 2 extent

나뉜 다음 서로 다른 파일에 할당되어야 한다 따, . 

라서 하나의 를 다수의 로 분리하는 extent extent

기능이 필요하다.

그림 에서는 결합 연산의 예를 보이고 있으며3 , 

앞서 설명한 예제와 반대로 총 개의 를 갖4 extent

는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결합하는 예제이다3 . 

이때 번 파일과 번 파일에 속한 들이 , 1 2 extent 10

번부터 번까지 연속된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되어15

있기 때문에 두 를 하나의 로 결합하extent extent

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동작은 실제로 수행하지 않. 

아도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문제는 없다 하. 

지만 스토리지 장치의 공간을 최대한 연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 목적을 고려할 때 연속extent , 

된 블록은 하나의 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extent

바람직하다.

에 대한 결합과 분할 기능은 다음과 같이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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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다 첫째 에 대한 결합은 여러 파일을 . , extent

결합하는 과정에서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전 파일의 가장 마지막 데이터 블록 번호와 다음 , 

파일의 가장 첫 번째 데이터 블록 번호의 차이가 1

이라면 의 결합을 수행한다 의 결합extent . Extent

은 이전 의 길이를 다음 의 길이만큼 extent extent

증가시켜줌으로써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다 둘째. , 

의 분할은 그림 과 같이 파일의 분할 과정extent 3

에서 발생한다 의 분할을 위해서는 기존 . Extent

의 길이를 줄이고 새로운 를 할당받은 extent , extent

다음 나머지 데이터 블록의 정보를 기입하고 다른 

에 이를 할당한다 필요한 경우 한 개의 I-node . , 

가 여러 개의 로 분할되고 각각 다른 extent extent

에 할당할 수 있다I-node .

블록 재배치 기법은 파일 시스템 내부에서 

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커널 내 타 I-node

서브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 

할 서브시스템은 버퍼 캐시와 저널링이다 우선 버. 

퍼 캐시의 경우 분할 및 결합 대상이 된 파일이 캐, 

싱이 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리눅스의 경우. , 

캐시 엔트리를 관리할 때 의 번호와 블록 번I-node

호를 결합한 고유 인식 번호를 생성해 사용하므로 

만약 결합 및 분할 연산으로 인해 의 번호가 I-node

변경되면 캐시 엔트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리도 . 

필요하고 이는 단순히 캐시 엔트리를 변경된 , 

번호를 이용해 새롭게 작성하는 것으로 해I-node 

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파일 시스템의 결함을 빠르게 

감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저널링 기법이다. I-node 

의 변경은 중요한 파일시스템의 변화이므로 저널링 

기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서는 저. Ext4

널링이 분리된 계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연산의 수행 , 

전과 저널을 생성하고 변화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

다 결합 및 분할 연산은 기존 저널링 기능에서 관. 

리되지 않는 연산이므로 이를 위해 저널링 계층에

서의 추가적인 보호 및 복구 동작이 필요하다.

구현 및 성능 평가. Ⅳ

본 연구진은 블록 재배치 기법의 프로토타입을 

리눅스 커널 버전의 파일 시스템에 구4.4.0 Ext4 

현하였다 현재 구현된 기능은 를 순회하며 . Extent

기존 를 분할하고 또 를 다른 extent , extent I-node

로 이전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 

를 갖는 파일을 여러 파일로 분할하고 여러 extent , 

파일을 하나로 결합하는 동작을 지원한다 현재 미. 

구현된 부분은 여러 를 갖는 파일을 분할하extent

는 기능과 저널링 기법을 적용하는 부분이다.

또한 구현한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검증

을 수행하였다 원본 파일을 에서 추. /dev/urandom

출한 난수값으로 채우고 유저 레벨 및 커널 레벨에, 

서 각각 분할한 결과 그리고 다시 재결합한 결과를 ,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상호 대조하였다 이러한 diff . 

방법을 이용해서 아래 실험에서 제시한 모든 경우

에 대해 바이너리 파일이 유저 레벨에서의 결과와 

일치함을 검증하였다.

새로운 커널 레벨의 분할 및 결합 연산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 

번째 실험에서는 기존 유저 레벨에서의 분할 및 결

합 연산과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 실, 

험에서는 실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의 파일 전

송을 가정하여 다양한 개수와 크기의 파일을 클라, 

우드 저장소로 전송할 때의 효용성을 보이고자 하

였다. 

본 논문에서 모든 실험의 결과는 회 수행한 결5

과의 평균치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모든 실험에서 . 

유의미한 편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저 레. 

벨 기법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버퍼 캐시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든 변경 내용이 스토리지에 저장되도록 

명령을 수행한 시간을 포함하였다sync .

분할 및 결합 연산의 소요 시간 평가2.1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한 환경은 개의 코24 CPU 

어 메모리 그리고 운영체제를 위한 , 4GB , SATA 

와 실험을 위한 기반 SSD 40GB 20GB NVMe SSD 

볼륨을 가진 가상머신으로 오픈스택으로 관리되고 

으로 가상화된 환경을 사용하였다 특히 KVM . 

는 만 이상의 읽기 쓰기 를 제NVMe SSD 20 IOPS

공하는 기업용 이다 따라서 기존 유저 레벨 기SSD . 

법이 대단히 높은 성능으로 수행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고 커널 레벨 기법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 .

성능 평가는 파일의 크기 파일의 개수에 따른 , 

분할 및 결합 연산의 성능을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 

파일의 용량에 따른 평가에서는 8, 16, 32, 64, 

의 용량에 대해 파일의 개128, 256, 512, 1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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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일 크기에 따른 성능 비교

Fig. 4 Comparison with various file sizes

수를 총 128개로 분할 및 결합하는 실험을 수행하

였다.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저 레

벨의 분할 및 결합 연산은 파일의 크기에 따라 선

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커널 레벨의 분

할 및 결합 연산은 그에 반해 매우 낮고, 대체로 일

정한 양상을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1024MB

의 경우, 유저 레벨의 결합 연산이 2,631ms, 커널 

레벨의 결합 연산이 14ms로 약 0.5%의 시간만을 

소요하였다.

다음 파일의 개수에 따른 평가에서는 파일의 크

기를 1024MB로 고정하고, 파일의 개수를 각각 8, 

16, 32, 64, 128, 256, 512, 1024개로 설정하여 

분할 및 결합 연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5의 결과에

서는 모든 기법에서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커널 레벨의 기법이 마찬가지로 대단히 낮은 수치

를 보였다. 8개 파일에 대한 분할 연산의 경우에 가

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유저 레벨 기법은 

2,571ms, 커널 레벨 기법은 18ms로 거의 145배가

량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유저 레벨 기법의 경우, 

소요 시간의 대부분이 데이터를 복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파일의 개수는 큰 영향이 없었다. 커널 

레벨 기법의 경우, 분할과 결합을 수행할 때 대상이 

되는 파일의 개수에 따라 성능이 비례할 것으로 예

상하였는데, 실제 분할 연산의 결과는 대체로 비례

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합 연산의 경우에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파일의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기대한 바와 같

이 커널 레벨의 분할 및 결합 연산이 실제 스토리

지 장치에서의 입출력을 제거함으로써 뛰어난 성능

을 제공함을 보였다.

2.2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의 파일 전송 성능 평가

두 번째 실험은 실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파일

을 전송하는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은 

그림 5. 파일 개수에 따른 성능 비교

Fig. 5 Comparison with various numbers of files

물리 시스템에서 센싱한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 및 가공, 분석하기 위해 클라우

드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때 고려할 점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스템은 전송받은 각각의 파일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생성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

여 관리하는 추가적인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파

일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파일에 대한 부가

적인 수행으로 인해 서론에서 기술한 네트워크 성

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앞서 기술한 가상머신에 ownCloud를 이용

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ownCloud는 오픈소스로 상용 클라우드 수준의 기

능과 보안성을 제공하여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10]. 그리고 AWS 서울 리전에 클라이언트로 사용

할 t2.micro 규격의 가상 머신을 생성하였다. 따라

서 실제 부하가 존재하는 인터넷망을 통해 파일이 

전송되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송하는 파일의 총량은 

128MB로 고정하였으며, 파일의 개수를 1, 8, 16, 

32, 64, 128개로 변경해가며 성능을 관찰하였다. 

비교 대상은 두 가지로 첫째, 각 파일을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WebDAV API의 PUT 

명령을 이용해 업로드하는 경우와, 둘째, 결합 연산

을 이용해 하나의 파일로 결합하여 SCP를 통해 서

버로 전송한 후, 서버에서 이를 분할하고 각각의 파

일을 시스템에 PUT 명령을 이용해 등록하는 경우

이다. 두 경우의 주요한 차이점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파일이 분할되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실

험을 통해 효율적인 분할 및 결합 연산의 필요성을 

보이고자 한다. 

전체 결과는 그림 6에 나타내었으며, 각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병기하였다. 이때, 결합과 분할을 수

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0.02초 이내로 다른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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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파일 개수에 따른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의 파일 전송 시간 비교

Fig. 6 Comparison of file transfer to cloud storage system with various sizes

에 소요된 시간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프에 

잘 표현이 되지 않아 시간을 따로 명시하였다. 그리

고 결합과 분할 연산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그래프

의 오른쪽에 전체 소요 시간을 기재하였다.

우선 128MB 파일 1개를 보내는 경우, 클라이언

트에서 직접 PUT 명령을 이용해 업로드하면 30.01

초가 소요되고, SCP를 이용해 파일 전송 후 서버에

서 PUT을 수행하여 파일을 등록하면 파일 전송에 

10.23초, 등록에 2.36초가 걸려 총 12.59초가 소요

되었다. 이는 PUT 명령이 사용하는 WebDAV 프로

토콜이 TCP를 직접 활용하는 SCP보다 비효율적이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WebDAV은 TCP, UDP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HTTP를 기반으로 하며, 일반

적으로 성능 오버헤드가 존재한다.

1MB 파일 128개를 전송하는 경우, 직접 PUT

을 이용할 때 전체 수행 시간이 197.15초로 크게 

증가하였고, 1개 파일로 결합하여 전송하는 경우 

33.77초로 약 17% 수준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때 파일을 결합하는 시간은 첫 번째 실험과 같이 

0.01초, 128MB 파일을 SCP로 전송하는 시간은 

10.45초, 다시 1MB 파일로 분할하는 시간이 0.02

초, 서버에서 PUT을 통해 파일을 등록하는 시간이 

23.30초 소요되었다. 이렇게 파일을 결합하여 한 

번에 전송하고, 128개 파일의 등록을 일괄처리하게 

되면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파일의 개수가 8, 16, 32, 64개 일 때도 비슷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파일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파일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 업로드를 수행하는 기존 방

식의 경우에도 파일 개수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며, 8개 파일인 경우에 파일을 결합해 전

송하는 경우보다 약 2.5배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

었다.

위와 같은 실험에서 유저 레벨의 결합 및 분할 

기법으로 수행한 경우를 상정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만약 128개 파일로 전송한 경우, 커널 레벨 

기법 대신 유저 레벨 기법을 사용했다면, 그림 4의 

실험 결과에 따라 결합에 0.64초, 분할에는 0.47초

가 걸린다. 따라서 총 34.86초가 소요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이를 커널 레벨 기법을 사용한 경우

의 결과 값이 33.77초와 비교해보면 4초가량의 소

요 시간 감소가 있었고, 이는 약 3%의 성능 향상이

라 볼 수 있다. 이는 128MB 크기의 데이터에서 얻

은 결과이고, 파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 

4와 같이 커널 레벨 기법의 사용이 보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 다루는 데이

터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커널 레벨 

기법의 효용성은 실험에서 보인 것보다 더욱 높으

리라 기대한다.

V. 향후 계획 및 결론

1. 한계점 및 향후 계획

제안한 커널 레벨 블록 재배치 기법은 현재 두 

가지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는 본 기법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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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파일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생기

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결합 및 분할이 된 파일. 

들이 다른 기존의 파일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하더

라도 파일의 구조는 기존파일 시스템과 동I-node 

일하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아무런 , 

문제가 없다 따라서 블록 재배치 기법은 기존 파일 . 

시스템에 직접적인 이득을 주지는 않지만 호환성은 

제공하고 있으니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

다. 

둘째는 결합 연산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은 가장 

마지막 파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파일의 크기가 데

이터 블록 크기의 배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 

렇지 않다면 결합된 대상 파일의 본래 크기가 얼마, 

였는지 추가로 기록하고 파일에 포함할 수단이 필

요하다 그러나 커널 레벨에서 기존 구조를 . I-node 

유지한 채로 블록 재배치 기법을 위한 추가적인 정

보를 기록하기는 어렵다 우선 기록해야 할 정보의 . 

양도 유동적이고 이러한 의 변화는 모든 종, I-node

류의 파일 연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어있는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추가적인 정보를 기

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방법 또한 , 

에 해당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추가적인 메I-node

타데이터가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 

이러한 부분을 추가하지 않았다. 

만약 환경에서 센서들의 데이터를 파일로 CPS 

보관하고 이를 결합 및 분할 연산을 활용하여 전송, 

하고자 한다면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만들 , 

때 미리 패딩 을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padding)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장치에서 . , 

데이터 블록의 크기가 바이트라는 점을 고려4096 

하면 각 파일 당 최대 바이트의 공간 낭비가 , 4095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실험에서 보인 바와 . 

같이 결합 및 분할 연산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지대한 만큼 그 정도의 공간 낭비는 미미한 , 

수준의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현재 두 번째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유저 레벨의 에이전트 , 

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agent)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커널 레벨 결합 및 분할 

연산은 파일 시스템에서의 블록 재배치 기법을 이

용해 내의 블록 할당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I-node 

수행된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읽고 새로운 파일. 

에 기록하는 유저 레벨 기법보다 매우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제안하는 기법을 실제 리눅스 파일 . Ext4 

시스템에 구현하고 성능을 평가한 결과 다양한 크, 

기와 개수의 파일에 대해 유저 레벨 기법에 비해 

최대 배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클라145 . 

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망을 통한 파

일 전송 실험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파일을 보내는 

경우 분할된 파일을 전송하는 것보다 수준으, 17% 

로 전송 시간을 감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 

해 본 논문에서는 커널 레벨 기법의 필요성과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향후 커널 레벨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저 

레벨에서의 보완 수단을 강구하여 기존 어플리케이

션이 보다 용이하게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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