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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커널(Kernel)이란 운영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CPU나 메모리 그리고 기타 디바이스 

등의 시스템 리소스를 관리하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리눅스 커널

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커널의 전반적인 소스 구조와 컴파일 방법 그리고 소스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원은 물리적 자원과 추상적 자원으로 나누어진다. 추상적 자원은 

CPU-태스크, 메모리-세그먼트와 페이지, 디스크-파일, 네트워크-통신 프로토콜과 패킷에 대

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리눅스 커널의 내부는 태스크 관리자, 메모리 관리자,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자, 디바

이스 드라이버 관리자의 5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커널은 자원관리자로서, 커널이 관

리하는 자원에는 물리적 자원과 추상적 자원이 있다. 

  운영체제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을 관리한다. 사용자에는 user space에

서 동작하는 태스크를, 서비스 측면에서는 시스템 호출(call)을 이용한다. 즉. 운영체제는 시스

템 호출을 통해 태스크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 관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리눅스 커널 상에서 태스크가 자원을 사용할 때, User space와 Kernel space 사이의 

많은 횟수의 copy가 이루어 진다. 이는 read(), write() 함수의 사용 때문인데 운영체제 상의 

성능 면에서 효율적으로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띠라서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여 조금 더 빠르게 파일이 읽히는 경로를 제

시하고자 한다. 이는 Kernel 상에서의 내부적인 인코딩 및 디코딩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전

망이다. 이 과정에서 MIME의 Base64 코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지 전송을 위한 분할 

과정의 효율성을 비교 및 분석한다. 이는 CPU상의 에너지 능률로 이어지며, 메일 시스템 상 

등에서 다양한 언어와 여러 종류의 첨부파일이 전송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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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데이터 전송 환경 

데이터가 디스크 상에서부터 NIC(network Interface Card)으로 이동하여 사용되는 경우, 

커널 공간(Kernel Land) 상에서 파일 시스템을 통하여 유저 공간(User Land)의 응용 프로

그램인 서버 프로그램으로 이동한다. 이 때 파일 시스템 내부의 일부를 참조하도록 추상

화된 객체인 페이지 캐시(Page Cache)의 디스크 버퍼(Disk Buffer)가 활용된다. 서버 프로

그램의 유저 버퍼(User Buffer)를 통해 읽어진 데이터는 TCP/IP 상의 센드 버퍼(Send 

Buffer)로 이동되고 TCP/IP 프로세싱 또는 NIC 장치 드라이버를 지나 NIC에 도달한다.  

  

 

상단 왼쪽의 그림을 참조하면, 화살표의 이동 경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2번의 데이

터를 읽고 쓰는 Read/Write 과정이 포함되는데, 커널 공간에서부터 유저 공간으로 이동하

는 경로를 Read, 유저 공간을 거쳐 커널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Write라 한다. 이 단

계는 영역별로 구체화하여 상단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드 디스

크에서 파일 시스템의 커널 버퍼로의 이동과 TCP/IP 스택 내부의 소켓 버퍼에서부터 NIC

의 프로토콜 엔진(Protocol Engine)으로의 이동을 DMA copy로 처리하며, 커널 공간과 유

저 공간 사이의 이동, 즉 유저 버퍼를 통한 커널과의 데이터 전송의 경로는 CPU copy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디스크로부터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달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copy가 발생하여 Read/Write 함수를 필요로 한다. 여러 복합적

인 경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환경 구성의 비용이 다소 비싸고, 처리 과정이 느리

다는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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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dfile()을 통한 파일 전송 시스템 

 

 

 

이러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과정이 바로 상단 왼쪽 화살표의 이동 경로이

다. 이 때 디스크 상에서 파일 시스템으로 읽어온 데이터를 유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커

널 공간 내에서 바로 TCP/IP 스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커널 공간 내의 디

스크립터(Descriptor)를 활용하여 커널 버퍼로부터 소켓 버퍼로의 직접적 연결이 가능하

므로 CPU copy를 하지 않아, 시스템 구성 비용이 위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저렴하다. 

또한 파일을 수정 없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므로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

다. 본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원리도 이와 같은 빠른 전송 방식을 설계하는 목적으로 한

다. 이는 리눅스 2.2 버전부터 활용된 Sendfile()함수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 Sendfile(2)를 통한 파일 전송 시스템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Sendfile()함수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형태로서, Sendfile(2)함수를 

제작하고자 한다. Sendfile(2)함수는 커널 내부에서 인코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

여 웹 서버 상에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응용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파일을 전송할 때 

성능을 더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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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1차적인 목표로서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여, 리눅스 2.2 버전부터 활용 가

능했던 sendfile() 함수의 향상된 버전인 sendfile(2)을 제작하고자 한다. Sendfile(2)는 

sendfile()과는 다르게 CPU 성능 부분에서 높은 효율을 가지는 커널 내 파일 전송 시스템

함수이다. 이는 커널 내부에서의 Base64 기반의 인코딩 및 디코딩 과정을 통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2.2 연구/개발 내용 

<개발 주제 관련 사전 조사> 

MIME : 전자우편 인터넷 표준 (7 비트 아스키문자 사용 -> 8 비트 이상은 MIME 포맷), 

영어 이외의 언어 전송이 가능, 그림-음악-영화 등 8 비트 2 진 파일 전송, 

전자우편 program 또는 server 상에서 자동으로 MSG 를 MIME 형식으로, 

추가적 header 사용 (context-type, context-transfer-encoding), 

확장 가능, 기존의 전자우편 시스템과 호환 가능 

Base64 : 64 개 아스키코드 사용 (IMG,오디오 깨짐 x), 인코딩 방법 (크기 33%향상), 

2 진 data - ASCII text (4 개의 7 비트 - 3 바이트씩 4 개의 6 비트), 

3 바이트가 한 묶음 (나머지는 =으로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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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Cross-reference 상에서 sendfile() 경로 연구> 

 

macro 를 찾는것 : editor 에서 sendfile 검색 

- read_write.c - do_sendfile - do_splice_direct - splice_direct_to_actor - direct_splice_actor - 

do_splice_from - splice_write - fs(struct file *out) - net/socket.c 

file_operations_socket_flie_ops splice_write - splice_from_pipe - pipe_to_sendpage 

- 끝부분의 argument actor - file fs operations net/ socket.c sendpage - socket_sendpage - 

kernel_sendpage - socket ops - proto_ops - inet_sendpage - proto net/ipv4/tcp -  

 proto tcp-prot sendpage - do_tcp_sendpages  

<sendfile(2) 구현을 위한 변경 함수부> do_splice_direct (pipe 를 통함, splice 구조체 사용, (page 

cache - pipe - socket)) - splice direct to actor (pipe, reg&blk) - do splice to(함수 포인터 변수 

사용) - include/fs.h - file operations - fs/ext4/file.c (operations 에 함수를 선언) splice read - 

generic file splice read (splice 를 pipe 형태로 구현, index) - splice to pipe (16 개 pipe 를 

ring 형태로 구현, pipe buffer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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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리눅스 

커널 
커널 수정 

generic_file_splice_read : base64 

encoding 을 해주는 부분 

Do_splice_from :  

DLL/함수  

PHP PHP library Sendfile(2) 적용 웹 서버 구현 라이브러리  

출력  파일 전송 결과 
오리지널 Data, 전송된 Data, 

인코딩된 Data, 디코딩된 Data 
로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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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1) 왜 Base64를 통한 인코딩(incoding)인가? 

파일을 전송할 때 커널 공간에서부터 binary 상태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메일에 사용되는 SMTP 규약의 문제를 예로 들어, SMTP 상의 제

약이 있다고 판단하여 7bit 문자열 외에는 전송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러 언어 또는 다

양한 첨부파일 형식을  binary 상태의 데이터로 송신할 때 Base64를 사용하여 encoding을 하고

자 한다.  

8bit 이상을 요구하는 언어나 첨부파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때, 물론 binary 상태도 그대로 

전송 가능하다. 그러나 효율성 면에서 보았을 때, 혹은 호환성을 따져보았을 때, MIME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7bit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sendfile(2) 구현을 위한 system적 설계 

 

[1] 대표적인 case : 3page->4page 

전체 박스의 용량이 4096MB일 때, 3072, 2048, 1024의 크기로 페이지를 나눈다. 따라서, Base64를 

통한 페이지 전송은 3page에서부터 4페이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과정은 다음과 그림과 같다.  

 

 

[2] encoding / decoding 

Xshel 상에서 fs/splice.c를 들어가면 Switch-case문이 있는 __generic_file_read가 있다. 이 switch 

case문이 있는 끝부분에는 pipe로의 전송을 의미하는 주석이 있다. 이 때,  linux-cross-reference 

사이트를 참고하여 __generic_file_read 부분부터 트래킹하면서 인코딩 및 디코딩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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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 또는 디코딩 결과의 성공 여부 확인> 

프로그램에서 인코딩된 값을 전송했을 때, 오리지널의 Data와 Base64로 인코딩한 Data 그리고 전

송되어진 도착 Data와 Base64로 디코딩했을 때 나오는 Data - 4 가지의 단계별 결과값을 확인하

여, 전송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각각의 인코딩 및 디코

딩 과정마다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프로그래밍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Base64 변환의 응용 

현재 계획은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마치고 각각의 결과 로그 값을 비교 및 분석하여 개발을 완

료하고, 이러한 커널 상에서의 수정한 변환 효율을 직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하여 웹 서비스를 

통해 응용 단계로 부가적인 구현을 해보고자 한다. PHP library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

는데, XHTML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HP 파일에서는 XHTML을 구현

할 예정인데, PHP library를 수정하여 sendfile(2)를 호출하도록 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XHTML 형식에서는 HTML과 동일한 부분은 자동으로 커널이 처리해주지만 

encoding 소스가 있는 sendfile(2)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sendfile(2)를 부르기 위해서는, 웹을 거

치는 것이 아니라 PHP library를 수정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인 '브라우저 혹은 

유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전송하는 파일 시스템'의 형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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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CPU 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Bangalore의 Project 4a -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fiber loop buffer for an edge server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sendfile()은 

User space와 Kernel space 상에서의 copy를 줄여주기 때문에 전송 속도 면에서 기존의 User 

space를 통하는 파일 전송 시스템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CPU 상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가격 면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

존의 전송 시스템(sendto())과 커널 내부에서의 전송 시스템인 sendfile() 사이의 전송 파일 크기

에 따른 속도의 능률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러한 CPU 효율을 통해 전력 소

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를 가진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린 에너지 효율 시스템으로의 활용> 

네트워크는 대용량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실시간 응용 서비스들의 제공 등을 위

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ITU-T 보고서에 따르면 유무선 네트워크는 데이터 전달을 

위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분야의 전기 사용량이 전 세계의 전기 소

모량의 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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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때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처리하는 

File system -> Server Application -> TCP/IP Stack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전송되는 유저 

레벨에서의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 프로젝트는 유저 레벨에서의 작업이 아닌 커널 레벨 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 방법에서 쓰이던 sendfile 함수가 아닌 sendfile2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유저 랜드에 있는 Server Application 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 기대되는 바이다. 네트워크 데이터 전달하는 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만큼 네트워크 분야의 전기 사용량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전기 

사용 요금에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방안으로서는 Web Service 인 이메일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메일 서비스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오디오, 이미지 파일 등을 함께 첨부해서 전송할 수 있다. 첨부 파일을 전송할 

때에도 에너지는 소모되기 마련이다. 이 또한 에너지를 감소시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전기 사용 요금이 줄어 듬으로 인해 회사에 이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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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개발환경 

 

  운영체제 환경 - Linux 

  컴파일 환경 – vim 

  개발 툴 - Xshell 

  개발언어 - C 

 

 프로젝트 결과물 확인 환경 
 

  운영체제 환경 - Linux 

  컴파일 환경 – vim 

  응용 시스템 개발 언어 – PHP, 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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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본 “Sendfile(2)”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현실적 제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문제들은 Base64 의 인코딩(encoding)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인코딩 

이전과 인코딩 단계 중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1) encoding 이전 

- 인코딩 이전, 페이지 할당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송된 페이지의 양이 적은 때에는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전송된 페이지의 양이 많은 때에는 할당과 해지 상의 오류로 인하여 오버플로우 

(overflow)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웹 서비스 상에서 Base64 기반의 인코딩 과정이 로딩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 

 

2) 인코딩 과정 중 

<본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Base64 기반의 encoding 과정> 

3 Page -> 4 Page 

   초기 개발 의도에서는 Base64 코드표준을 활용하여 encoding 으로 전송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encoding 방식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진 3 개의 페이지를 4 개의 페이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페이지 당 4/3 을 곱함으로써 나오는 수를 올림으로 처리하여 페이지가 나뉘도록 구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페이지 수가 3 개가 아닌 다른 경우에 여러 에러가  

         발생하므로, 구현 상의 어려움이 되어 이를 프로그래밍 상의 제약 조건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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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Page 가 아닌 경우의 encoding error  (ex) 2 Page -> 3 Page 

페이지가 위와 같이 3 페이지가 아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개발 중인 현재 시점(2014-03-13)에서 sendfile(2)의 인코딩 과정을 

구현하면서 초기에 발생한 에러가 이와 같은 경우이다. 1,2,3 페이지를 인코딩을 

해보았을 때, 본래 3 페이지에서 4 페이지로 나누고자 했던 의도가 잘못 반영되어 

모든 결과가 4 페이지로 나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여 기존에 Base64 코드표준을  

통해 4/3 을 곱하여 올림한 결과 값으로서, 1 페이지의 경우 2 페이지로, 2 페이지의 

경우 3 페이지로 나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 그림과 같이 

2 페이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마지막 3 번째 페이지가 온전하게 동일한  

크기를 분할 받지 못하는 문제인 널 포인트 에러(Null Point Error)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if 문을 사용하여 2 번째 페이지 

의 끝부분을 연결하여 3 번째 페이지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보완 과정을 통 

하여, 의도한 만큼의 페이지가 적절한 크기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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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096 보다 작은 Page 가 encoding 

페이지 안의 데이터 길이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점도 개발 상의 고려 

사항으로 간주된다.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로 

차이 나는 바이트 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널 포인트 에러가 일어난다. 

당초 인코딩 과정의 구현을 페이지의 크기를 지정하여 자르는 방식으로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커널 상의 페이지 디스크립터에 일정 크기를 

명시하면, 지정한 크기 까지만 전송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페이지를 

잘라서 전송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페이지 사이즈가 아닌 데이터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인코딩 방식으로 계획을 전향하여 현재 개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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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공통 사항 개별 역할 

김현철 

1) 사전 학습        

- 커널 컴파일 

공통 실습 

2) MIME, Base64 

및 zero-cody 등 

개발 관련주제 

연구 

3) ‘리눅스 커널의 

이해’도서 스터디 

4) Target 논문 분석 

Programming 

리눅스 커널 프로그래밍 환경 설정 

리눅스 커널 소스 수정을 위한 분석 

 sendfile(2)의 디코딩 과정 프로그래밍 

 sendfile(2) 성능 비교 및 분석 

이고운 

Research & Documentation 

개발 주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 조사 

수행계획서 및 발표 PPT 작성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문서 작성 

전시 자료 및 개발 요약 포스터 제작 

이상현 

Core-Programming 

리눅스 커널 프로그래밍 환경 설정 

sendfile(2)의 Base64 적용  

 인코딩/디코딩 설계 및 프로그래밍 

커널 수정 과정의 개발 관련 문제점 개선 

전이나 

Team Leader & Programming 

팀 내 역할분담 구성 및 전달사항 안내 

리눅스 커널 프로그래밍 환경 설정 

수행계획서 PPT 작성 및 발표 

PHP 등으로의 적용을 위한 토대 연구 

조승희 

Research & Documentation 

개발 주제 관련 논문 조사 

수행계획서 작성 및 수정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문서 작성 

결과 시연 동영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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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리눅스 커널에 대한 사전 학습 15 

리눅스 개발 환경 구성 4 

커널 분석 (Linux Cross-reference 사이트 참고) 10 

커널 수정 – Sendfile(2) 인코딩 시스템 개발 30 

커널 수정 – Sendfile(2) 디코딩 시스템 개발 20 

PHP 및 XHTML 을 통한 

웹 메일 상의 개선 결과 활용 방안 연구 
6 

Sendfile(2) 성능 분석 및 응용 시스템 개발 20 

합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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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프로젝트의 요구분석 및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는 2013/12 ~ 2014/02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조원들끼리 프로젝트 관련 도서 및 논문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1주일에 두 번씩 미팅을 통하여 교수님

께 발표하고 조원들과 함께 연구 방향을 결정하였다.  

3월과 4월은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sendfile(2)의 인코딩 및 디코 

딩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예정이다. 코딩 후, 분석과정을 거쳐 프로젝 

트의 결과로서 구현한 커널 부분의 성능 및 효율 정도를 측정하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완성한 sendfile(2)를 적용할 수 있는 웹 서버 상의 시스템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5월은 구현된 시스템을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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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리눅스 커널 개발 환경 설정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리눅스 커널의 이해’ 연구 PPT 

2013-12 

3 주차 

2014-02 

4 주차 

설계 완료 

Base64 기반 Sendfile(2) 인코딩 구현 

산출물 : 

1. 리눅스 커널 수정 – 인코딩 파트 

2014-02 

1 주차 

2014-03 

2 주차 

1 차 중간 보고 

Base64 기반 Sendfile(2) 디코딩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PHP & XHTML 응용 시스템 계획서 작성 

3. 리눅스 커널 수정 – 디코딩 파트 

2014-03 

3 주차 

2014-04 

2 주차 

2 차 중간 보고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014-03 

4 주차 

2014-04 

1 주차 

구현 완료 

Sendfile(2) 성능 확인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Sendfile(2) 커널 소스 구현 완료 

2014-04 

3 주차 

2014-05 

1 주차 

테스트 

PHP 응용 시스템 테스트 및 성능 분석 

산출물: 

PHP 응용 시스템 개발 완료 

2014-04 

3 주차 

2014-05 

3 주차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및 시연 발표회 준비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프로젝트 시연 동영상 

3. 프로젝트 요약 포스터 

2014-04 

2 주차 

 

 

2014-05 

 4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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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MIME & Base64 분석 

Target 논문 분석 

‘리눅스 커널의 이해’ 스터디 

2013-12 

3 주차 

2014-02 

4 주차 
15 

이상현 

전이나 

김현철 

리눅스 개발 환경 설정 

Linux Cross-reference 커널 경로 분석 

2014-01 

1 주차 

2014-02 

2 주차 
4 

이상현 

전이나 

김현철 

리눅스 커널 수정 : 

Sendfile(2) 인코딩 부분 개발 

페이지 분할 과정의 오류 개선 

2014-02 

1 주차 

2014-03 

2 주차 
30 

조승희 

이고운 

개발 계획서 작성 

발표 준비 및 ppt 작성 

관련 연구 및 논문 조사 

2014-02 

4 주차 

2014-03 

2 주차 
15 

이상현 

전이나 

김현철 

리눅스 커널 수정 : 

Sendfile(2) 디코딩 부분 개발 

개발 시스템 통합 

2014-03 

3 주차 

2014-04 

2 주차 
20 

전이나 

김현철 

PHP & XHTML 를 통한 응용 시스템 

활용 방안 연구 

2014-03 

4 주차 

2014-04 

2 주차 
6 

조승희 

이고운 
개발 중간보고서 작성 

2014-03 

4 주차 

2014-04 

1 주차 
10 

이상현 

 전이나 

김현철 

개선한 리눅스 커널 sendfile(2) 시스템의 

응용 시스템 개발 및 성능 분석 

테스트 및 개발 완료 

2014-04 

3 주차 

2014-05 

3 주차 
20 

조승희 

이고운 

개발 결과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시연 영상 제작 

졸업 프로젝트 전시 준비 작업 

2014-04 

2 주차 

2014-05 

4 주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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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1 대 
조립 PC 

(교수님 연구실 보유) 
2013-12 2014-05   

개발용 노트북 3 대 LG, 삼성 2013-12 2014-05  

개발 환경(OS) Linux 2013-12 2014-05  

구현 프로그램 공유 Github 2014-02 2014-05  

개발 언어 PHP 2014-04 2014-05  

개발 툴 Xhtml 2014-04 2014-05  

개발 툴 APM 2014-03 2014-05  

‘리눅스 커널의 이해’ 

(연구 전용 서적) 
한빛 미디어 2013-12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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