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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Sendfile(2)의 안정화 전략> 

 

본 프로젝트는 캡스톤 디자인 1 을 통하여, 리눅스 버전 2.2 부터 포함되어 온 

Sendfile()이라는 함수를 MIME type 의 Base64 방식으로 인코딩(encoding)하기 위한 

Sendfile(2)를 구현하였다. 또한, 프로젝트의 성능 확인적 차원에서, 라운드큐브 

(Roundcube)라는 웹 메일 서버를 도입하여 리눅스 Kernel 에서 개발한 Sendfile(2)를 

적용하였다. PHP 와 C 의 연동 과정이 수반되었으며, 라운드큐브와 구글 웹 메일 서버에서 

주고받는 메일을 통해 Sendfile(2)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는 웹 메일 전체를 

전송할 때 인코딩하는 것이 아닌, 메일 내부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첨부파일을 전송할 

때 해당 첨부파일 만을 인코딩한다. 이를 통해, 본 프로젝트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커널 상의 유저 공간(User Space)를 거치지 않고 커널 공간(Kernel Space)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넓은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CPU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캡스톤 디자인 2 로 접어들면서, 프로젝트는 안정화 및 고도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는 연구 상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Application 형태의 개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고도화’의 작업을 

추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캡스톤 디자인 1 에서 

개발했던 Sendfile(2)의 라운드큐브에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몇 가지를 

개선하는 ‘안정화’ 단계를 주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프로젝트가 연구의 

단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도식 및 

다이어그램 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화의 과정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둔다. 

  

 정리하자면, 본 프로젝트는 캡스톤 디자인 2 단계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을 살려 기술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표현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밟아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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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수행계획서 작성 당시, 안정화 및 고도화를 초점으로 맞추어, 라운드큐브의 

SENT 인 보낸메일함에서의 전송 날짜 확인 기능의 추가와 스팸메일함으로의 

전송 오류 조정 등, 프로젝트의 캡스톤 디자인 1 완료 시점에서의 안정적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먼저 이를 진단하는 것을 1 차 중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2 차적인 지향점으로 둔다. 

 

2.2 수행내용 

1)     Date 표시를 위한 개발 방안 

수행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Date를 띄우는 것을 고도화 과정으로 판

단하고, 기능 추가적 측면에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발

을 위한 심도 깊은 조사 결과, Date 표시는 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한 기

능으로서 쉽게 추가가 가능하고, 추가되지 않는 경우 오류가 있는 것이

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개발환경 및 전송 상 Image 출력 오류 해결책 구상 

 개발 초기 정상적으로 출력되던 라운드큐브 상의 구성 이미지들이 지

난 캡스톤 디자인 1 개발 과정에서 하나 둘 엑스박스 표시로 대체되었

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였으나, 메일 전송 시 첨부파일이 

base64 기반의 인코딩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정정할 기회를 갖

지 못했다.  

이후 캡스톤 디자인 2로 넘어오면서, 이미지가 뜨지 않는 이러한 문

제점들부터 바로잡고자 하였다. 당초, 소스보기 기능을 통해 이미지 경

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그러나 이미지의 링크 경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며, 재차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로 되었다.  

 
  <roundcube 화면 상단에서 이미지가 뜨지 않고, 엑스박스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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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Date 표시의 구현과 개선 사항 

Date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라운드큐브 버전 1.0.0 

이 기본적으로 날짜 표시 기능을 지원하지만, 버그가 많아 이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

운드큐브 버전 1.0.2로 업그레이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라운드큐브의 메일함에서 전송 날짜가 뜨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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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age 출력 문제의 해결안 및 결과 

 

Base64 코드는 2진 데이터를 아스키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하는 인코딩 방법이다. MIME에 의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4개의 7비트 

아스키 문자로 표현되도록 데이터를 3바이트씩 4개의 6비트 단위로 나누

어 표현한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Base64표준의 특성을 기반으로 웹 메

일의 첨부파일 전송 시 인코딩 과정을 거쳐 전송 효율을 얻는다. 

 그러나 라운드큐브에서 이미지가 뜨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상위 캡

쳐 화면을 참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 단계를 거쳐, 찾아낸 Image의 미 출력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Image 미 출력 문제의 원인으로 발견한 헤더의 소스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1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endfile(2) : Improvement and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over Linux web server 

팀 명 CL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4-OCT-2 

 

캡스톤 디자인 II Page 8 of 1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상위 그림에서 붉은 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의 숫자를 보면 10000000임

을 알 수 있다. 이는 16진수로 표현된 것으로, 이 부분의 주소값이 

Base64 기반의 인코딩을 하는 메소드와 충돌하여, 이미지까지도 Base64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여,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16진수의 이 값을 2진수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으로 바꾸고, 이 값을 10진수로 바꾼 268435456을 채택했다. (하단 그림 

참조) 이를 통해,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유니크한 플래그 값을 구성할 수 

있었다. 

 

 

 

 

 

 

 

 

 

3.2 수정된 내용을 통한 추진 방향 

 Date 가 출력되며, 라운드큐브에서의 Image 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오류 3 가지 중 1 가지인 스팸메일함으로의 전송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메일 전송 시 커널 내부의 흐름을 파악하고 

스팸메일함이 아닌 보낸메일함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구현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다. 

 

 

 

 

 

 

 

 

 

 

10000000 (16) 268435456 (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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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SPAM Mail (스팸 메일) 으로 전송 문제의 개선 

당초 수행계획서 작성 시, 메일이 스팸메일함으로 전송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도메인의 수정’ 과정을 거쳐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수행계획서 단계에서 예측한 것과 달리, 

안정화 단계의 개선 문제가 커널 내부의 코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상위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보낸메일함 날짜가 뜨도록 하는 

기능과 개발환경 및 전송 상에서 X 표시로 보이거나 혹은 뜨지 않았던 

이미지를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에서 1 차 중간보고서 

시점이 맞물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 차 중간보고서 작성까지 

스팸메일함으로 전송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정화 단계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팸함으로 전송된 Sendfile(2) 기반의 인코딩 확인 메일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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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표현적 관점에서의 보완 

프로젝트 목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프로젝트는 연구 목적으로써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능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것 보다, 

프로젝트를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결과 및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고자 한다. 

UML 을 통하여, 시퀀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등, 프로젝트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이를 다음 중간보고 2 차에서 도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은 후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판단이 되면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이는 캡스톤 디자인 2 단계에서 추가로 포함된 팀원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1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endfile(2) : Improvement and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over Linux web server 

팀 명 CL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4-OCT-2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1 of 12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4.2 향후 일정표 수정안 

    개발계획서 상의 일정표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를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노란색으로 채색된 표시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점은, 첫째로 외부대회 참가 결과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필요성이다. 일정상 캡스톤 디자인 

1 에서 개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모대전에 출품하였는데, 서류 

단계에서 탈락하였다. 프로젝트 주제와 대회 취지가 다소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이후 다른 외부대회에 참가할 것인지, 교내에서 개최되는 

엔지니어링 페어 등의 행사에 참석할 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변경된 일정은 프로젝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또 프로젝트의 정확한 표현을 

통해 여타 공모전 및 교내 캡스톤 디자인 2 의 보고에서 활용하기 위한 도식의 작성이다. 

프로젝트의 구조적 표현을 위해 UML 표현 방식을 더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단계가 포함될 것이다.  

기존의 계획과 같이, 개발 단계에서 정정되어야 할 문제점인 이미지 미 출력 문제, 

날짜 출력 문제, 그리고 스팸메일함으로 전송 문제 등은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변경이 다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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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1) 1 차 중간보고서 제출 시, 최종 제출 항목(보고서, 동영상 등 캡스톤 디자인 1 대비)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지 않아 작성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추후 원활한 2 차 

중간 보고 및 최종보고 과정을 위하여, 캡스톤 디자인 2 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2)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의미의 다이어그램, 도식 등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피드백이 개발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알파 및 베타 버전의 개발 완료 시, Application 형태의 프로젝트 만이 완성도를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물에 따른 복합적 평가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캡스톤 디자인 1 에서 주어진 서면 상의 공식 피드백 외에, 평가자와 프로젝트 구성원 

및 지도 교수님 참석 아래 질의응답 형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위한 보완 측면에서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