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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기존의 Linux 버전 2.2부터 사용되었던 함수 ‘Sendfile()’의 향상된 버전인 ‘Sendfile(2)’라

는 별도의 함수를 작성한다. Socket과 disk 간의 데이터 전송 시 효율성을 위해 사용된  

sendfile()의 장점을 활용하여, Sendfile(2)에서는 MIME type의 Base64를 기반으로 하는 인

코딩 방식을 도입하여 user space를 최소로 거치면서 CPU 성능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다.  

리눅스 커널 상에서 작성된 Sendfile(2)는 검증 절차의 하나로서 도입된 웹 메일 시스

템인 roundcube 상의 메일 서버에서 접목되어 그 성능의 효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

때 Sendfile(2)의 Base64 인코딩이 되는 부분은 ‘첨부파일’의 전송만이 해당된다. 이를 통

해 kernel space와 user space 간의 이동을 최소화 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첨

부파일이 전송되도록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Sendfile(2)로 구현된 웹 메일 시스템 상에서 첨부파일을 전송하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표본으로서 기존의 _send 함수에 의한 일반적인 첨부파일의 전송을 

통하여 socket에서 응답시간을 측정하여 CPU의 성능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근래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

율이 떨어진 블랙베리(Blackberry) 

제조사 림(RIM)의 최대 경쟁사는 

애플, 삼성과 같은 스마트폰 개발 

경쟁 회사가 아니라 메시징 솔루

션 업체로 평가되고 있다. 블랙베

리의 가장 강력했던 경쟁력으로 

손꼽히는 ‘메일 푸싱(Mail Pusing :

중계 서버를 이용하여 단말기로 

직접 이메일의 수신이 가능한 시

스템)’기능이 로아(ROA) 그룹의 오픈소스 솔루션 ‘Funambol’과 같은 형태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림의 경우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사용해아만 하지만, ‘Funambol’의 

경우 ‘SyncML’이라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 구축 표준에 의해 다양한 플랫폼 간의 정보 동

기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와 같이 메일 서비스에서는 이제 단순한 메

일의 ‘전송’에서 확장되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송’방식의 도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착안하여, 본 프로젝트는 메일 전송 시 ‘첨부파일’의 전송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메일 전체의 전송에서 벗

어나, 파일을 첨부해서 전송하는 부분만을 특화시켜 MIME type의 base64 기반의 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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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리눅스 커널 내부의 소스를 수정 및 개선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서 Sendfile(2)라는 대표적인 함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더

불어 Roundcube 기반의 메일 시스템의 활용으로 개발된 Sendfile(2)의 성능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Sendfile(2)와 자체의 메일 시스템은 메일 전송 상의 첨부 파일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연구로서 향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2.1.1 Sendfile(2)의 안정화 및 고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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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dfile()이라는 함수를 MIME type의 Base64방식으로 인코딩(encoding)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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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Roundcube)라는 웹 메일 서버를 도입하여 리눅스 Kernel에서 개발한 

Sendfile(2)를 적용하였다. PHP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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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를 통해, 본 프로젝트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커널 상의 유저 공간(User 

Space)를 거치지 않고 커널 공간(Kernel Space)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으로 빠

르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넓은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CPU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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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는 연구 상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Application 형태

의 개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고도화’의 작업을 추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

는 캡스톤 디자인 1에서 개발했던 Sendfile(2)의 라운드큐브에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몇 가지를 개선하는 ‘안정화’ 단계를 주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2.1.2 Sendfile(2)의 개발주제 도식화  

 더불어 본 프로젝트가 연구의 단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도식 및 다이어그램 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

록 하는 문서화의 과정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둔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2.2.1.1 사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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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구로서 개발을 진행하기 전 리눅스의 커널에 대한 이해와 커널 

상에서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먼저 ‘리눅스 커널의 이해’라는 책을 통해 파일 시스템과 파일 버퍼링, 

DMA를 비롯한 메모리 관리 등에 대해 본 프로젝트의 개발 방향과 관

련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여 공부하고 매주 1회의 팀 미팅을 통

해 학습 내용을 발표로 진행하였다. 

 

또한 리눅스의 함수, 변수, 정의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cross-

reference 사이트를 통해 기존의 리눅스 내의 Sendfile() 함수로 이어지

는 function call의 경로들을 따라가보고, splice()함수 등 개발에서 활용

되어질 수 있는 여러 함수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2.2.1.2 커널 상 Sendfile(2)의 개발 

(1) Linux-Kernel/include/linux -> syscalls.h 

kernel내부에서 sendfile(2)의 systemcall 구현을 위한 systemcall 헤더를  

정의부에 추가 

(2) Linux-Kernel/arch/x86/syscalls -> syscall_32.tbl  

sendfile(2)의 systemcall 호출을 위한 systemcall number를 추가 

(3) Linux-Kernel/include/linux -> splice.h 

(4) Linux-Kernel/include/uapi/asm-generic -> fcntl.h 

splice.h 과 fcntl.h 의 flag 추가를 통해서 sendfile(2)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함수 사이마다 sendfile(2)로 분기 할 수 있도록 splice.h 과 fcntl.h 

의 flag가 다른 flag들과 연산을 수행한다. 

(5) Linux-Kernel/fs -> readwrite.c 

sendfile(2)의 systemcall 구현부로써 sendfile2을 사용할 수 있는  

systemcall을 구현부에 추가 

(6) Linux-Kernel/fs -> splice.c “__generic_file_splice_read” 

여기에서부터 sendfile(2)를 적용시켜서 page 및 file 내에 있는 내용에 

대해 base64를 구현하는 부분이다. 

2.2.1.3 Web Browser를 통한 Sendfile(2)의 확인 

Webserver는 web에 이미지를 띄우는, 즉 web browser에 이미지를 전

송하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Webserver.c를 gcc 컴파일하여 실행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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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web browser에 이미지가 뜨도록 한다. Web browser 상에서 ‘소스보

기’를 통하여 base64 인코딩 내용의 확인할 수 있다. 

 

   (webserver를 통하여 sendfile(2) 함수를 사용한 base64 기반의 이미지 

의 web browser 상의 확인과 base64 인코딩 소스 내용) 

2.2.1.4 Web Mail Server인 Roundcube 개발 

 

Roundcube web mail system의 구현을 위해 php-library를 roundcube와 

동일한 버전으로 맞추었으며, Sendfile(2) 개발의 적용을 위해 C 코드와

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모듈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2.2.2.1 전체 시스템 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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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캡쳐 이미지는 메일의 전송과정과 수신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왼쪽은 메일을 보내는 roundcube 상의 화면, 오른쪽은 메일은 받는 Gmail 화면이다. 

아래는 메일을 보내는 roundcube 서버와 메일을 받는 Gmail 서버의 구조도를 표현한다. 

eml 파일의 구성도 중요하다. 메일의 header부분, 본문,첨부파일,메일의 end 부분으로 이

루어진다. 

 

메일이 전송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roundcube 사용자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본문 내용을 쓰고, attatch a file 버튼

을 통해 파일을 첨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upload 함수가 콜되고, 순차적으로 

attatchment 함수가 콜이 된다. 이후 커널단의 file system의 임시파일 내에 첨부파일의  

 

복사본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메일의 전송버튼을 누르면 deliver_message 함수가 실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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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시, 총 다섯 번의 전송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첫번째는 메일의 header 부분에서 본

문의 마지막 boundary 부분까지, 두번째는 첨부파일의 header 부분, 세번째는 첨부파일 

부분, 네번째는 첨부파일의 boundary 부분, 다섯번째는 end of mail 부분이다. 이때, 첨부

파일 부분은 sendfile(2)를 사용해서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sendfile(2)를 사용하지 않고 

보낸다. 상위 그림에서 확인해보면, 초록색 부분은 sendfile(2)를 사용하지 않고 전송하는 

부분이고, 빨간색의 부분은 구현한 sendfile(2)를 사용해 첨부파일 부분을 전송할 때의 경

로를 나타낸다. 

 

전송이 시작되면 첫번째 전송부분인 메일 header부분과 본문부분 그리고 두번째 전송인 

첨부파일의 header부분이 초록색 경로를 따라 _send라는 함수를 콜하는데, 이것은 

php_library안에 있는 fwrite를 콜하고 fwrite는 buffer에 메일의 header부분과 본문부분을 

전송한다. 이렇게 전송되는 데이터들은 인터넷을 거쳐 gmail서버에 전송된다. 세번째 전

송인 첨부파일을 보내기 위해 구현한 sendfil(2)를 사용한다. 첨부파일을 보내기 위해 

confirm_call_sendfile2_compiled 함수를 콜하고 이 함수는 php-library 안에 있는 

PHP_FUNCTION(confirm_call_sendfile2_compiled)을, 그리고 이 함수는 커널단에 있는 

sendfile2를 호출하여 file system에 저장하엿던 첨부파일을 base64_encode를 한 후 file 

system에서 pipe를 거쳐 buffer를 거친 후 Gmail 서버로 전송된다. 이후 남은 나머지 부

분인 첨부파일의 boundray부분과 다섯번째 부분인 end of mail을 앞에서 설명한 _send함

수를 통해 전송하면 메일의 전송이 완료된다.  이렇게 전송이 완료되면 web 브라우저에

서 gmail을 실행시켰을 때 메일을 수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송된 데이터는 tcp/ip에서 유저공간의 application

을 거친 다음 data를 관리하는 gmail db server에 저장된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자가 수신한 메일을 볼 때는 eml파일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 eml파일은 db server에 저

장된 data를 가지고 와서 만든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는 roundcube에서 메일

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2.3 활용/개발된 기술 

2.2.3.1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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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된 환경, 버전 및 모듈은 다음과 같다. 

Linux kernel version Linux cclab-P55-UD5 3.9.5+ #54 SMP Fri Apr 4 

19:55:14 KST 2014 i686 i686 i386 GNU/Linux 

OS Ubuntu 12.04.2 LTS 

Apache2 Apache/2.2.22 (Ubuntu) 

Php module './configure' '--enable-fpm'  

'--with-apxs2=/usr/bin/apxs2' '--with-libdir=lib' 

'--with-gettext' '--with-gmp' '--with-gd'  

'--with-jpeg-dir=/usr/local/lib'  

'--with-png-dir=/usr/local/lib'  

'--with-mcrypt=/usr/local/lib'  

'--with-freetype-dir=/usr/local/freetype'  

'--with-config-file-path=/etc/php5/apache2'  

'--with-config-file-scan-

dir=/etc/php5/apache2/conf.d'  

'--enable-gd-native-ttf' '--enable-bcmath'  

'--enable-exif' '--with-mcrypt' '--with-zlib'  

'--with-bz2' '--enable-mbstring'  

'--enable-opcache' '--with-curl' '--with-openssl' 

'--enable-pcntl' '--enable-mbregex'  

'--with-mhash' '--enable-zip' '--with-pcre-regex' 

'--with-libxml-dir=/usr' '--with-kerberos'  

'--disable-debug' '--enable-soap' '--with-imap' 

'--with-imap-ssl' 

Php version 5.4.6 

Mysql version 5.5.37-0ubuntu0.12.04.1 

Gmail server  

 

 

 

 

 

 

 

2.2.3.2 MIME Type의 Base64 기반의 encoding & decoding 기술 개발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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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web server 

팀 명 CL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11-27 

 

캡스톤디자인 I Page 12 of 31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MIME은 전자 우편을 위한 인터넷 표준 포맷이다. MIME의 구조는 다음

과 같다. 

 

MIME 표준에 정의된 content types은 HTTP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며,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Base64는 8비트 이진 데이터 (예를 들어 실행 파일이나, ZIP 파일 등) 

를 문자 코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 ASCII 영역의 문자들로만 이루

어진 일련의 문자열로 바꾸는 encoding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encoding이란 원래 정보의 형태나 형식을 변환하는 처리나 처리 방식

이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확장되어 base64 기

반에서 첨부 파일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변환 형태로서 

encoding 방식을 사용한다. 

2.2.3.3  PHP를 통한 Roundcube Web Mail System 구현 

 

PHP 기반의 roundcube의 web mail system 구현을 위해 PHP 라이브러

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로 되었으며, Sendfile(2)의 C코드와의 

연동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개발 초기에는 구현한 mail system 상에서 

첨부파일을 전송해보고, sendfile(2)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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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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결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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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프로젝트 개발 최종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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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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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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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미 출력 문제의 원인으로 발견한 헤더의 소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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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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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프로젝트 결과 내용 도식화 

    

<Diagram1 : sendfile2_state_machine> 

 

1) Sendfile2 

 
   

   

 

<Diagram2 : roundcube_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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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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undcube 

 

 

2) roundcube_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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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undcube_usecase 

 

 

4) linux_kernel_sequence 

 

 

5) linux_kernel_us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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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hp_sequence_diagram 

 

 

7) php_us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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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3 : roundcube_state_machine> 

   

1) roundcube 

 

 

2.2.5.3 성능 확인 

Sendfile(2)의 성능 확인 절차로서 웹 메일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메

일 내부에서 첨부파일의 전송이 base64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는 것 만으로는 성능의 검증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sendfile(2)를 적용하기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CPU 상의 response time

을 측정하였다. 측정 포인트는 socket을 open한 시점과 open된 이후의 

두 가지를 나누어 검사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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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를 보면, socket을 open한 시점에서 그리고 socket이 open된 이후 

에도 sendfile(2)를 적용한 이후의 response time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치를 따라 분석해보면, socket이 open한 시점에서 Sendfile(2)가 적용

된 경우의 성능이 40%, socket이 open된 이후에서 Sendfile(2)가 적용된 

경우의 성능이 37.5% 상승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구간에서 평균 38.75%

의 속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3.1 Sendfile(2)의 기대 효과 

Sendfile(2)는 base64 기반의 인코딩 방식을 통하여 kernel space와 user space 

간의 이동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

러한 점을 웹 메일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파일을 첨부한 후 발생하는 빠른 전송 

상의 효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상위 그래프와 같은 CPU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미지 파일만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첨부파일을 확

인하였는데, 일부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제한되어 있는 2MB의 용량 제한을 늘려 

다양한 확장자와 크기의 파일의 첨부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 결과로, 여러 파일

을 전송할 때에 sendfile(2)가 접목되어 보다 효율적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Sendfile(2)는 단순히 메일 시스템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웹 서버 상에서의 파일 전송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3.2 CPU 성능 효율을 통한 활용 전망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socket에서부터 response time의 단축은 CPU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불필요한 function call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어나는 효

과라고 할 수 있으며, 혹은 kernel space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내부적 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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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CPU의 성능은 약 38%의 개선 효과를 가지므로, 결국 사용자의 

컴퓨터 전체에서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CPU의 성능 향상으로 인한 결과로서, 보다 빠른 속도에서 많은 양의 처리 방

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는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았을 때, 단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CPU가 소모하는 전력 사용량의 

단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전력 손실을 줄임으로써, 나아가 에너지 절약

으로의 차세대 그린 컴퓨터 개발로의 도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주제로 활용될 전망이다. 

 

 

3 자기평가  

3.1 개발 일정에 따른 평가 

캡스톤 디자인 2 진행 초기,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모대전에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CLASS 팀은 본 졸업 프로젝트인 ‘Sendfile(2)’를 주제로, 교내 공학교육

혁신센터와 LINC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캡스톤 디자인 지원 사업에 참가하여, 남은 개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았고,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신청하였으나 참가는 하지 

않았다. 

 

 

3.2 제안서 대비 시스템 구현 결과 

제안서 상에서는 프로젝트의 고도화 및 안정화 부문에 초점을 두었으나, 고도화 부분에

서는 개선할 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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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젝트의 연구적 의의를 살려 프로젝트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도식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의 전체와 부분을 담은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당초에 예상한 진행 과정보다 개발의 비중은 다소 줄었다고 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의 

설명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3.3 현실적 제한 요소 충족 여부  

SPAM 메일 전송 문제의 해결 

수행계획서 작성 시, 메일이 스팸메일함으로 전송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쉽게 예측한 것과 달리, 커널 

내부의 코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마무리 짓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때문에 2 차 중간보고 과정에서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데 집중하고, 부수적으로 스팸메일함으로 전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PAM 메일함으로의 전송문제는 

roundcube 가 오픈소스로 인증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판명되어, 

구글 웹 메일 서버로부터의 보안 상 문제로 본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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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문헌  

4.1 참고 논문 

타겟 논문으로서 본 프로젝트에서 Sendfile(2)를 구상하기 위한 학습에 앞서 벤치마킹한 

논문이다. 2007년 IEEE에서 발표되었으며, 파일 시스템에서 TCP를 통한 데이터 전송의 효

율적 전송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Sendfile()에 대한 간접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파일 전송 시 user space를 거치는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의 전체적 큰 그림을 빗대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TPF: TCP Plugged File System for Efficient Data Delivery over TCP 

(Sang Seok Lim, Kyu H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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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Roundcube에 접속한다 

 

2. roundcube에서 메일을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추가하여 메일을 전송한다. 

 

3. 성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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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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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6. 메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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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운영자 매뉴얼  

① Linux 에 APM 설치 

sudo apt-get install lamp-server^ 

=> lamp(Linux Apache MySQL Php)는 리눅스용 apm 을 말함 

  

② MySQL 에서 User 등록 및 DB 생성 

mysql -u root –p 

=> mysql 실행 

    create database roundcubedb; 

=> 이름이‘roundcubedb’인 데이터베이스 생성 

    create user usercube; 

=> 이름이 ‘usercube’인 유저 생성 

    set password for 'usercube' = password('usercube'); 

=> usercube 의 비밀번호를 ‘usercube’로 설정 

  

③ Roundcube 설치 

cd /tmp && wget -O roundcubemail-0.7.1.tar.gz http://goo.gl/zGnGZ 

=> Roundcube 다운로드 

    sudo tar -xzvf roundcubemail-0.7.1.tar.gz –C /var/www 

=> /var/www 에 받은 파일 압축풀기 

  sudo mv /var/www/roundcubemail-0.7.1/ /var/www/webmail 

=> /var/www/webmail 로 파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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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var/www/webmail/temp 와 /var/www/webmail/logs 디렉토리 소유자를  

www-data.www-data 로 변경한다. 

 

 

 

 

 

 

 sudo chown -R www-data.www-data /var/www/webmail/temp 

 sudo chown -R www-data.www-data /var/www/webmail/logs 

 

 

 

 

 

 

⑤ mysql server 에 데이터베이스 roundcubedb 를 import 한다 

 mysql -u root -p roundcubedb < /var/www/webmail/SQL/mysql.initial.sql  

➅ roundcube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http://localhost/webmail/inst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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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r 

➀ Check Environment : roundcube 를 위한 php version, php-extension, available 

databases 등 여러 가지 설정들을 확인한다 

➁ 사용하기 원하는 configuration 을 입력하고 database 에 대한 detail 한 값을 입력한다 

➂ 파일 복사 

sudo cp main.inc.php db.inc.php /var/www/webmail/config 

➃ 파일 제거 

sudo rm -rf /var/www/webmail/instal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