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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는방법, 상기 심볼릭 링크를 이용하여 파일/

디렉토리에접근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기존에 심볼릭 링크(symbolic link)를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심볼릭 링크를 지원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심볼릭 링크 식별 필드를 가지지 않는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심볼릭 링크 생성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절대 경로와 심볼릭 링크 경로를 포함하는 심볼릭 링크 생성 명령을 입력 받는 단계와, 상기 절대 경

로가 존재하고 상기 심볼릭 링크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심볼릭 링크 경로를 내용으로 하는 심볼릭 링크 파일

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심볼릭 링크 파일의 디렉토리 엔트리 중 특정 필드를 상기 심볼릭 링크를 나타내는 특정

한 값으로 변경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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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심볼릭 링크 식별 필드를 가지지 않는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심볼릭 링크 생성 방법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절대 경로와 심볼릭 링크 경로를 포함하는 심볼릭 링크 생성 명령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절대 경로가 존재하고 상기 심볼릭 링크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심볼릭 링크 경로를 내용으로 하는 심볼

릭 링크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심볼릭 링크 파일의 디렉토리 엔트리 중 특정 필드를 상기 심볼릭 링크를 나타내는 특정한 값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토리 엔트리는

파일 명칭을 기록하는 필드, 파일의 속성을 기록하는 필드, 파일 생성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 파일이 최종 변경된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 및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필드는

상기 파일 생성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필드는

상기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를 더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하는 단계는

상기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에, 상기 파일 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경로의 크기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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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릭 링크 식별 필드를 가지지 않는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생성된 심볼릭 링크를 이용하여 파일 또는 디렉

토리를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경로에 대한 접근 명령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 중 특정 필드에 기록된 값이 심볼릭 링크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값과 동일한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그러하다면, 상기 경로를 상기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내용에 포함된 경로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변환된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토리 엔트리는

파일 명칭을 기록하는 필드, 파일의 속성을 기록하는 필드, 파일 생성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 파일이 최종 변경된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 및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필드는

파일 생성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필드는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를 더 포함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에는

상기 파일 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경로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심볼릭 링크 식별 필드를 가지지 않는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생성된 심볼릭 링크를 이용하여 파일 또는 디렉

토리를 접근하는 장치로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경로에 대한 접근 명령을 입력 받는 사용자 명령 입력부;

상기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 중 특정 필드에 기록된 값이 심볼릭 링크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값과 동일한가를 판단하는 속성 판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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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단 결과 그러하다면, 상기 경로를 상기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내용에 포함된 경로로 변환하는 경로 변환부; 및

상기 변환된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토리 엔트리는

파일 명칭을 기록하는 필드, 파일의 속성을 기록하는 필드, 파일 생성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 파일이 최종 변경된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 및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필드는

파일 생성 시간 및 날짜를 기록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필드는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를 더 포함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크기를 기록하는 필드에는

상기 파일 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경로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는 상기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일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기존에 심볼릭 링크(symbolic link)를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

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심볼릭 링크를 지원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OS)는 자신이 설치된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파일 시스

템을 사용한다. 상기 파일 시스템이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구성되어야 하는 논리적인 구조이다. 예를 들어, 마

이크로 소프트 Windows에서의 format 명령은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파일 시스템

이 생성된 후에야, 사용자는 비로소 파일을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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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일 시스템은 운영 체제에 따라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Windows 계열의 운영 체제에서는 FAT(File

Allocation Table) 또는 NTFS(New Technology File System)라는 파일 시스템이, Unix/Linux 계열의 운영 체제에서는

UFS(Unix File System), EXT2(Extended 2), EXT3(Extended 3), JFS(Journaling File System) 등 다양한 파일 시스

템이 존재한다. 이들 각 파일 시스템마다 데이터의 암호화, 데이터 압축 등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래의 파일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파일의 실제 데이터

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이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 영역이다. 정보 영역에는 파일의 속

성, 권한, 명칭, 파일의 위치 정보 등이 저장된다.

그런데, 상기 운영 체제 중에서 Unix/Linux 계열의 운영 체제나 NTFS 등은 파일 시스템 자체에 심볼릭 링크를 지원하기

위한 필드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심볼릭 링크를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다. 심볼릭 링크는 파일 혹은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특별한 파일로서 사용자는 심볼릭 링크를 원래의 파일 혹은

디렉토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긴 경로명을 통하여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접근해야 할 경우 그 경로에 대해 간단히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여 그 링크를 실제 파일이나 디렉토리처럼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게 긴 경로의 파일 혹은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FAT 계열의 파일 시스템(FAT12, FAT16, FAT32 등)에서는 별도로 심볼릭 링크를 지원하

는 필드를 두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MP3 재생

기, USB 메모리 스틱 등의 휴대용 기기들은 FAT 계열의 파일 시스템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FAT 계열의 파

일 시스템이 심볼릭 링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긴 경로명을 사용하여 특정 데이터(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접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파일 시스템이 심볼릭 링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파일 속성을 나타내는 필드에 심볼릭 링크를 위한 값이 할당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파일 시스템에서는 심볼릭 링크를 사용할 수 없다. 심볼릭 링크를 사용할 수 없는 파일 시스

템에서는 긴 경로명을 가지는 파일 혹은 디렉토리를 접근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그 경로명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파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약 심볼릭 링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 속성 필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일 시스템의 호환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파일 시스템의 구조 내지 호환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볼릭

링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의 호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심볼릭 링크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심볼릭 링크를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에서도 심볼릭 링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절대

경로를 통해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접근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

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볼릭 링크 식별 필드를 가지지 않는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심볼릭

링크 생성 방법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절대 경로와 심볼릭 링크 경로를 포함하는 심볼릭 링크 생성 명령을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절대 경로가 존재하고 상기 심볼릭 링크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심볼릭 링크 경로를 내용으로 하는 심볼

릭 링크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심볼릭 링크 파일의 디렉토리 엔트리 중 특정 필드를 상기 심볼릭 링크를

나타내는 특정한 값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볼릭 링크 식별 필드를 가지지 않는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생성된

심볼릭 링크를 이용하여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경로에 대한 접근 명령을 입력 받

는 단계; 상기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 중 특정 필드에 기록된 값이 심볼릭 링크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값과 동일한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그러하다면, 상기 경로를 상기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내

용에 포함된 경로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변환된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등록특허 10-0746029

- 5 -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볼릭 링크 식별 필드를 가지지 않는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생성된

심볼릭 링크를 이용하여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접근하는 장치로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경로에 대한 접근 명령을 입력 받는

사용자 명령 입력부; 상기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 중 특정 필드에 기록된 값이 심볼

릭 링크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값과 동일한가를 판단하는 속성 판독부; 상기 판단 결과 그러하다면, 상기 경로를 상기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내용에 포함된 경로로 변환하는 경로 변환부; 및 상기 변환된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접

근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

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도 1은 FAT 파일 시스템(5)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파일 시스템(5)은 MBR (Master Boot Record)

영역(1)과, FAT 영역(2)와, 디렉토리 엔트리(directory entry) 영역(3)와 데이터 영역(4)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MBR 영역(1), FAT 영역(2), 및 디렉토리 엔트리 영역(3)는 파일 시스템(5)의 정보 영역에 해당된다. 상기 디렉토리 엔트

리 영역(3)에는 각 디렉토리 또는 파일 별로 디렉토리 엔트리가 기록된다.

일반적인 디렉토리 엔트리(50)의 구조는 다음의 도 2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도 2에서 표시된 눈금 한 칸은 1바이트

(byte)에 해당되므로, 디렉토리 엔트리(50)는 총 32바이트로 이루어질 수 있다.

File Name 필드(11)는 해당 디렉토리 또는 파일의 명칭 및 확장자를 기록한다. 상기 필드(11)는 명칭에 대한 8바이트와

확장자에 대한 3바이트, 총 11바이트가 할당된다. 이는 짧은 명칭(short name)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32바이트 이외의 필드들이 부가적으로 사용된다.

Attr 필드(12)는 해당 디렉토리 또는 파일의 속성을 기록하는 필드이다. 이러한 속성으로는 문서 파일인지 여부(ATTR_

ARCHIVE), 읽기 전용인지 여부(ATTR_READ_ONLY), 시스템 파일인지 여부(ATTR_SYSTEM), 숨김 파일인지 여부

(ATTR_HIDDEN),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 여부(ATTR_DIRECTORY), 및 디스크 볼륨 ID 유무(ATTR_VOLUME_ID)

등을 포함한다.

Rsv 필드(13)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NT에 의하여 예약된 필드이다.

Tenth 필드(14)는 1/10초의 카운트가 기록되며, 유효한 값의 범위는 0 내지 199이다.

Created Time 필드(15)에는 해당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생성된 시간이 기록된다. 상기 필드(15)에는 총 2바이트(16비트)

가 할당된다. 이 중에서 0 내지 4번 비트에는, 0 내지 29의 유효 범위를 갖는 2초 단위의 카운트가 기록된다. 5 내지 10번

비트에는 0 내지 59의 유효 값을 갖는 "분(minute)"이 기록된다. 또한, 11 내지 15번 비트에는 0 내지 23의 유효 값을 갖는

"시(hour)"가 기록된다. 따라서, 전체 시간의 유효 범위는 00:00:00부터 23:59:58 이내이다.

Created Date 필드(16)에는 해당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생성된 날짜가 기록된다. 상기 필드(16)에도 총 2바이트가 할당된

다. 이 중에서 0 내지 4번 비트에는, 1 내지 31의 유효 범위를 갖는 "일(day)"가 기록된다. 5 내지 8번 비트에는 1 내지 12

의 유효 범위를 갖는 "월(month)"이 기록된다. 또한, 9 내지 15번 비트에는 0 내지 127의 유효 범위를 갖는 "연(year)"이

기록된다. 상기 연이 0이면 1980년을, 127이면 2107년을 나타낸다.

Last Access Time 필드(17)에는 해당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최종적으로 접근(읽기 또는 쓰기)된 시간이 기록된다. 시간

기록 방법은 필드(15)에서와 같다.

필드(18)은 시작 클러스터 번호의 High word가 기록된다. 그런데, FAT12나 FAT16에서는 이 값은 항상 0으로 기록된다.

Last Modified Time 필드(19)에는 해당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시간이 기록된다. 시간 기록 방법은 필

드(15)에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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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Date 필드(20)에는 해당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날짜가 기록된다. 날짜 기록 방법은 필

드(16)에서와 동일하다.

File Size 필드(22)에는 바이트 단위로 해당 파일의 크기가 기록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FAT 파일 시스템에 따른 디렉토리 엔트리에는 해당 파일이 심볼릭 링크 파일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속성이나 필드를 부가한다면 종래의 FAT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이 상실되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도 2의 필드 중에서 어떤 필드의 값이 미리 정해진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경우, 상기 필드가 갖는 본래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심볼릭 링크 파일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본 발명에서

는 이러한 해석을 위하여, 해당 파일의 생성 날짜, 생성 시간 및 파일 크기 중 적어도 하나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파일의 생성 날짜/시간은 최종 접근 시간(last accessed time)이나, 최종 수정 시간(last modified time)과는

달리, 일단 생성된 후에는 변경되지 않는 값이며, 잘못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파일의 생성 날짜 및/또는 생성 시간이 특정한 시간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심볼릭 링

크 파일로 판단한다.

상기 특정한 시간 값은 임의로 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타나기 어려운 값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생성 날짜

및 시각이 1980-01-01, 00:00:00으로 표시되어 있는 파일은 심볼릭 링크 파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생성 날짜나 생성

시각 중 하나만 만족되어도 심볼릭 링크 파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식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 기타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우연히 심볼릭 링크 파일이 아닌 어떤 파일의 생성 날짜/시각이 상기 특

정한 값을 가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심볼릭 링크 파일의 추가적인 식별 수

단으로서, 파일 크기(file size)를 이용한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어떤 파일의 생성 날짜/시각이 상기 특정한 시간 값을 가

지고, 파일 크기가 특정한 크기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 파일은 심볼릭 링크 파일로 간주된다.

상기 특정한 크기 값은 임의로 정할 수 있겠지만, 심볼릭 링크 파일의 실제 크기와는 무관하게 모든 심볼릭 링크 파일에 대

하여 동일한 값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기 특정한 크기 값은 심볼릭 링크 파일이 해당 파일 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경로를 가질 때의 파일 크기(예: FAT의 경우 2064 bytes)로 정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심볼릭 링크 관리 장치(100)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심볼릭 링크 관리 장치

(100)는 사용자 명령 입력부(110), 제어부(120), 경로 해석부(130), 속성 기록부(140), 링크 파일 생성부(150), 속성 판독

부(160), 및 경로 변환부(17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 명령 입력부(110)는 사용자로부터 심볼릭 링크 생성 명령을 입력 받거나, 심볼릭 링크가 기 생성되어 있는 경우 상

기 심볼릭 링크를 이용한 특정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읽기, 쓰기 등) 명령을 입력 받는다. 상기 심볼릭 링크 생성

명령은 심볼릭 링크의 경로와, 이에 대응되는 절대 경로를 포함한다.

경로 해석부(130)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심볼릭 링크의 경로 또는 심볼릭 링크 파일이 나타내는 절대 경로를 해석한

다. 또한, 해석된 경로명에 해당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링크 파일 생성부(150)는 상기 입력된 심볼릭 링크 생성 명령에 따라서, 심볼릭 링크 파일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심볼릭

링크 파일(70)은 도 4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symbolic_link"라는 심볼릭 링크 경로(71)(루트 디렉토리 하에 존재하는 "symbolic_link"라는 파일을 나타냄)을 갖는 심

볼릭 링크 파일은, 상기 심볼릭 링크 경로에 대응되는 절대 경로(72)인 "/test/case/originalpath"를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심볼릭 링크 파일(80)은 도 5와 같이 그 내용인 절대 경로(82)를 파일("/test/case/originalpath/test.mp3")로도 가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응되는 절대 경로(82)가 디렉토리를 나타내든지 파일을 나타내든지 상관 없이 심볼릭 링크 경로

를 이용하여 절대 경로를 알리어싱(aliasing)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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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기록부(140)는 링크 파일 생성부(150)에서 생성된 심볼릭 링크 파일의 디렉토리 엔트리에 심볼릭 링크 파일임을 나

타내는 속성을 기록한다. 도 6은 이러한 과정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우선, 링크 파일 생성부(150)에 의하여 생성된

"symbolic_link"라는 파일명을 갖는 파일의 디렉토리 엔트리(10)에는 파일명(file name), 속성(attribute), 생성 시간/날짜

(created time/date), 파일 크기(file size) 등의 메타 데이터가 기록된다. 이 때, 디렉토리 엔트리(10)에 표시된 생성 시간/

날짜나 파일 크기는 symbolic_link 파일의 실제 시간/날짜 및 파일 크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속성 기록부(140)는 이 중에서 생성 시간/날짜 및 파일 크기를, 심볼릭 링크 파일을 식별하기 위하여 미리 정의된

시간 값 및 크기 값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생성 시간/날짜는 198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로, 파일 크기는 2064 바이트

로 변경한다. 물론, 생성 시간/날짜 및 파일 크기 중 하나만 사용하여 심볼릭 링크 파일을 식별할 수도 있고, 생성 시간 및

날짜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식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도 6과 같이 생성 시간/날짜 및 파

일 크기를 함께 특정한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속성 판독부(160)는 사용자에 의하여 특정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읽기, 쓰기 등) 명령이 입력된 경우에, 상기 파

일 또는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심볼릭 링크 파일인지를 판단한다. 이

때, 속성 판독부(160)는 상기 디렉토리 엔트리의 생성 날짜/시간 및/또는 파일 크기가 특정 값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그러하다면 심볼릭 링크 파일인 것으로, 그렇지 아니하다면 일반 파일인 것으로 판단한다.

경로 변환부(170)는 상기 속성 판독부(160)에 의하여 심볼릭 링크 파일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심볼릭 링크 경로를 상기

심볼릭 링크 파일이 포함하는 절대 경로로 변환하여 제어부(120)에 제공한다.

제어부(120)는 도 3의 다른 구성 블록의 동작을 제어하며, 특정 파일/디렉토리에 대한 접근을 제어한다. 제어부(120)는 경

로 변환부(170)로부터 변환된 절대 경로가 제공되는 경우 상기 절대 경로를 이용하여 해당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접근(읽

기, 쓰기 등)한다.

예를 들어, 심볼릭 링크 파일이 도 4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사용자로부터 "delete /symbolic_link/hello.txt"

라는 명령(여기서, delete는 파일 삭제 명령임)을 입력 받으면, 상기 명령은 결국 "delete /test/case/originalpath/

hello.txt"로 변환되어 제어부(120)에 제공되며, 이에 따라 제어부(120)는 해당 경로의 hello.txt를 삭제하게 된다.

만약, 심볼릭 링크 파일이 도 5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사용자로부터 "delete /symbolic_link" 라는 명령을 입

력 받으면, 상기 명령은 결국 "delete /test/case/originalpath/test.mp3"로 변환되어 제어부(120)에 제공되며, 이에 따라

제어부(120)는 해당 경로의 test.mp3를 삭제하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심볼릭 링크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먼저, 사용자 명령 입력부(110)는 사용자로부터 심볼릭 링크 생성 명령을 입력 받는다(S11). 상기 생성 명령에는 심볼릭

링크의 경로와, 이에 대응되는 절대 경로를 적어도 포함한다.

그러면, 경로 해석부(130)는 상기 절대 경로를 해석하고(S12), 해당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S13). 이 때, 해당 경

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볼릭 링크를 설정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한

다.

만약, 해당 경로가 존재하면(S13의 예) 상기 심볼릭 링크 경로를 해석하여(S14), 해당 경로가 존재하면(S15의 예), 이미

기 설정된 심볼릭 링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다른 심볼릭 링크를 설정할 것을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

하고 종료한다. S15에서 해당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로 해석부(130)는 비로소 링크 파일 생성부(150)에 심볼릭 링크

파일을 생성할 것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서, 링크 파일 생성부(150)는 심볼릭 링크 파일을 생성한다(S16). 이 때, 상기 생성된 심볼릭 링크 파일의 디렉토

리 엔트리의 생성 날짜/시각 및 파일 크기는 실제 값으로 기록된다.

속성 기록부(140)는 상기 생성 날짜/시각 및 파일 크기 중 적어도 하나를 심볼릭 링크 파일임을 식별하기 위한 특정 값으

로 변경한다(S17). 이로써, 심볼릭 링크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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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7과 같이 심볼릭 링크 파일이 생성된 후에, 특정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과정의 일 예를 나타내는 흐름

도이다.

먼저, 사용자 명령 입력부(110)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경로에 대한 접근 명령을 입력 받는다(S21). 상기 경로는 어떤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지시한다.

그러면, 경로 해석부(130)는 상기 경로를 해석하여(S22), 해당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S23). 만약, 해당 경로가 존

재하지 않으면(S23의 아니오) 명령 입력이 잘못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한다.

상기 해당 경로가 존재하면(S23의 예), 속성 판독부(160)는 해당 경로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확인한

다. 특히, 이 중에서도 생성 날짜/시각 필드 및/또는 파일 크기 필드를 확인한다. 상기 생성 날짜/시각 필드 및/또는 파일 크

기 필드에 심볼릭 링크 파일임을 식별하는 특정 값이 기록되어 있으면, 상기 파일 또는 디렉토리는 심볼릭 링크 파일임이

확인된다(S25의 예). 만약, 심볼릭 링크 파일이 아니라고 확인 된 경우에는(S25의 아니오), 제어부(120)는 상기 사용자로

부터 입력된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접근한다(S30).

심볼릭 링크 파일임이 확인되면(S25의 예), 제어부(120)는 심볼릭 링크 파일을 판독하고(S26), 상기 심볼릭 링크 파일에

포함된 경로(절대 경로)를 경로 해석부(130)를 통하여 해석하게 한다(S27).

경로 해석부(130)는 상기 포함된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S28) 그러하지 아니하다면(S28의 아니오) 사용자에게 오

류 메시지를 출력한 후 종료한다.

제어부(120)는 경로 해석부(130)에 의하여 심볼릭 링크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S28의 예), 상기 S27에서 해석

된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접근한다(S29).

지금까지 도 3의 각 구성요소들은 메모리 상의 소정 영역에서 수행되는 태스크, 클래스, 서브 루틴, 프로세스, 오브젝트, 실

행 쓰레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나,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나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로 구현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조합

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상기 구성요소들은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복수의 컴퓨터

에 그 일부가 분산되어 분포될 수도 있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파일 시스템의 호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심볼릭 링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절대 경로를 통해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접근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이 줄어든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FAT 파일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FAT 파일 시스템에서의 디렉토리 엔트리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심볼릭 링크 관리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심볼릭 링크 파일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심볼릭 링크 파일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속성 기록부에 의하여 디렉토리 엔트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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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심볼릭 링크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8은 도 7과 같이 심볼릭 링크 파일이 생성된 후에, 특정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과정의 일 예를 나타내는 흐름

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변경 전 디렉토리 엔트리 11 : File Name 필드

12 : Attribute 필드 13 : Reserved 필드

14 : Tenth 필드 15 : Created Time 필드

16 : Created Date 필드 17 : Last Access Time 필드

19 : Last Modified Time 필드 20 : Last Modified Date 필드

21 : First Cluster 필드 22 : File Size 필드

20 : 변경 후 디렉토리 엔트리 70, 80 : 심볼릭 링크 파일

100 : 심볼릭 링크 관리 장치 110 : 사용자 명령 입력부

120 : 제어부 130 : 경로 해석부

140 : 속성 기록부 150 : 링크 파일 생성부

160 : 속성 판독부 170 : 경로 변환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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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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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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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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