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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함 주입 기법은 하드웨어의 오류를 모방(emulate)하거나 소프트웨
어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시스템의 견고성을 높이는 데에 사용된다. 결
함 주입 기법은 임베디드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리눅스 커널에도 적
용할 수 있다. 리눅스 커널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는 결함 주입 대상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한정된 종류의 결함만을 주입할 수 있
다는 제약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
하여 커널 수준에서 다양한 종류의 결함 주입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결함 주입 기법을 소개한다. 이 기법은 결함 주입 대상이 되는 커널 코
드의 수정 없이 결함 주입 기능을 가진 새로운 커널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제안한 기법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동
작하는 ARMv7-A 아키텍처 기반 ODROID-XU4 보드의 내장형 멀
티미디어 카드(eMMC) 제어장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요어: 결함 주입 기법, 리눅스 커널,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
ARMv7-A, ODROID-XU4, eMMC 제어장치,
디바이스 드라이버

학  번: 2014-2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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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결함 주입 기법은 예상치 못한–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디버깅 등의 
방법으로 발견하지 못한-오류에 대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감내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즉 시스템의 견고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되
는 역사가 오래된 시스템 개발 방법이다. 결함 주입 기법은 우주 환경
과 같은 극한의 환경을 가정하여 하드웨어에 직접 물리적인 결함을 주
입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하드웨어의 복잡도가 증
가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수준의 결함을 모방(emulat
e)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
된다[1].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이하 HWBP)를 이용해서 
리눅스 커널에 결함을 주입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하드웨어 수
준에서 제공되는 자원인 HWBP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결함 모델에 대한 실험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결함 주
입 대상인 리눅스는 PC나 서버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다양한 장치에서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제이다. 리눅스가 동작하는 
임베디드 환경의 경우, 전력 제약 등에 따라 설계 마진이 제한되어 있
고, 특히 커널 영역의 경우 소프트웨어 디버깅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결함 주입 기법은 하드웨어의 오류를 모방하거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오류를 재현하여 이러한 임베디드 장치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다.

리눅스 커널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소프트웨어 수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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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주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커널 자체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혹은 유저 수준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하드웨어와 커널 사이의 인터페이스 수준에서의 결함
을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HWBP를 이용하여 하드웨
어와 커널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재현하고 결
함 발생 시에 시스템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다.

리눅스 커널에서의 결함 주입 기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결함 주
입 대상 모듈을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해야 하거나 한정된 종류의 소프
트웨어 결함만을 주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기법은 결함 주입 대상 모듈에 대한 수정이 필요 없으며 맞춤형으로 
정의된 결함 주입 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결함을 주입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 수준에서 제공되는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함 
주입 실험이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리눅스 기반의 안드로
이드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ODROID-XU4 보드의 내장형 멀티미디어 
카드(이하 eMMC) 제어 장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도구는 ODROID-XU4 보드뿐만이 아니라 ARMv7-A 아키텍
처로 구현된 다른 프로세서에도 이식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기법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 하고 3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4장에
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의 원리와 실제 구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5장에서는 구현된 도구를 이용해 진행한 실험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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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제 정의

2.1 커널 수준에서의 결함 주입 기법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수준에서의 결함 주입을 통해서 하드웨어 
수준에서의 결함을 모방(emulate)하는 기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응용 수준이 아닌 커널 수준에서 결함을 주입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는 보드 ODROID-XU4는 
4개의 Cortex-A15 코어와 4개의 Cortex-A7 코어로 이루어져 있고 8
개의 코어 모두 ARMv7-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2]. 해당 보드에
서 동작하는 리눅스 커널의 버전은 3.10.9이다.

2.2 결함 주입 대상 모듈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기법

본 논문에서는 ARMv7-A 아키텍처로 구현된 프로세서에서 제공하
는 HWBP를 이용하여 결함을 주입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ODROID-
XU4 보드의 각 코어는 6개씩의 HWBP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
하는 기법에서는 HWBP를 조작하는 커널 수준의 결함 주입 모듈을 이
용하여 커널 내부의 임의의 위치에 존재하는 명령어(instruction)에 H
WBP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커널이 HWBP가 설정된 명령어를 실
행하려고 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결함 주입 대상이 되는 모듈에 결함을 
주입한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결함 주입 대상 모듈을 수정하지 않
고도 결함 주입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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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함 주입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

HWBP를 이용하는 본 논문의 기법에서는 결함을 주입하고자 하는 
함수에 HWBP를 설정함으로써 결함을 주입하는 위치와 시점을 설정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의의 위치에 결함을 주입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한 위치에 결함을 주입하는 방식의 실험이 가능
하다. 이러한 방식은 결함 주입의 결과 시스템이 이상 반응을 보일 경
우 그 원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주입하는 결함의 종류

➀ 비트플립(Bit-flip): 비트플립은 메모리의 특정 비트의 값이 바뀌
는 결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개 이상의 비트가 바뀌는 경우도 포함
한다고 가정하여 커널이 소유한 변수들(커널의 전역 변수 및 커널 함수
의 인자 등)의 값이 바뀌는 경우도 비트플립 결함으로 정의한다.

➁ 지연(Delay): 지연은 커널이 실행되는 도중 일정 시간 동안 실행
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커널 함수가 실행되는 도중 
결함 주입 모듈이 인위적으로 함수의 수행을 지연시키는 기법을 소개
한다.

➂ 맞춤형(Custom): 맞춤형 결함은 결함을 주입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정의된 결함 주입 함수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자세한 
사례는 5장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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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련 연구

표 1에 리눅스 커널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커널 수준 결함 주입 
기법들을 정리하였다.

[3], [4]에서 소개하는 결함 주입 기법은 커널의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여 결함을 주입하는 기법으로 코드 변형(code mutation)을 통해
서 결함이 주입된다. 결함이 있는 채로 컴파일된 커널 모듈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각기 다른 부분에서 결
함이 있는 커널 모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스템
의 반응을 알아보아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함을 넣을 때마다 매번 컴
파일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결함 주
입 대상이 되는 모듈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없고, 맞춤형으로 결함 주
입 함수를 새로 정의할 때만 컴파일이 필요하다.

[5], [6]에서는 함수 호출을 가로채는 기법(function call interceptio
n)을 사용하여 결함 주입 대상 모듈이 어떤 함수를 호출하려고 할 때 
원래 함수 대신 따로 정의된 실험용 함수를 호출하게 한다. 따라서 특
정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커널 함수가 잘못 동작했을 때 커널이 이를 
잘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함수 
호출을 가로채는 방법으로는 심볼 테이블을 수정하는 방법과 이진 코
드를 해석(decode)하여 call, jmp와 같은 명령어의 호출 주소를 변경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기법은 결함 주입 대상 모듈을 수정하지만 
매 결함 주입 실험마다 대상 모듈을 다시 컴파일하지 않아도 되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논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 대상 모듈이 실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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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는 안전하게 변경을 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
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하드웨어와 밀착된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대상 모듈이 실행되는 도중에도 함수 호출을 가로채는 효과를 쉽게 넣
고 제거할 수 있다.

[4], [6]에서 볼 수 있듯이 결함 주입 기법과 관련된 최신의 연구들
은 미리 잘 정의된 결함 주입 기법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광
범위하게 소프트웨어 결함을 주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6]에서
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견고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동화된 방
식으로 효율적인 결함 주입 시나리오 집합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4]에서는 [1]의 기법을 이용해 동시에 여러 개의 소프트
웨어 결함 주입 실험을 진행했을 때 실험들 사이에 간섭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그래서 결함 주입 실험의 병렬화를 통해 전체 검증 시
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도 역시 리눅
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실험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7], [8]처럼 결함 주입 대상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별도의 커널 모듈을 이용해 결함을 주입하는 기법이다. 기
존의 연구들은 기본적인 비트플립 결함 주입 기법만을 제공하거나 커
널의 특정 영역에만 결함을 주입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
서 보여주지 못했던 종류의 결함을 커널의 임의의 위치에 주입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리눅스 커널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커널 수준 결함 주입 기법들은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커널 자체나 유저 수준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파
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하드웨어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하드웨어와 커널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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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재현하고 결함 발생 시에 시스템의 반응을 살
펴볼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하드웨어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9], 
[10]과 유사하다. [9]에서는 PowerPC 601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하는 
결함 주입 도구인 Xception을 소개하였다. Xception은 PowerPC 601
의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프로세서의 각 기능 모듈(정수 
계산 모듈, 부동 소수점 계산 모듈, 분기 모듈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
을 모방하는 실험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10]에서는 우주 환경에서 사
용되어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Thor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하는 결함 주
입 도구인 FIMBUL(Fault Injection and Monitoring using BUilt in L

논문
결함 주입 
대상 수정 
필요성

커널 
컴파일 
필요성

결함 주입 방식 주입하는 결함의 종류

[3], [4] O O code mutation 맞춤형

[5], [6] O X function call 
interception

메모리 할당 오류, 
DMA/PCI 인터페이스의 오류

[7], [8] X X function call 
interception 커널 메모리 영역에 비트플립

제안 
기법 X △ function call 

interception 비트플립, 지연, 맞춤형

표 1. 리눅스 커널 대상 결함 주입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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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ic)을 소개하였다. Thor 프로세서에는 프로세서 내부의 메모리 요소
들(캐시 및 레지스터)과 프로세서 칩의 핀 값을 읽고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내부 로직(built in logic)이 존재한다. FIMBUL은 이처럼 프로세
서 내부에 미리 구현되어 있는 테스트 로직을 이용해서 우주 환경의 
이온화 입자들이 하드웨어에 결함을 가하는 상황을 모방하는 실험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앞의 두 연구는 모두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결함 주입 시점과 위치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
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근래에 많이 사용되는 ARM 아키
텍처 기반의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으로 정의된 결함 주입 
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결함을 주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연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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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법 소개 및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HWBP를 이용한다. ARMv7-A 기반 
프로세서에서 HWBP가 설정되어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하면 하드
웨어적으로 prefetch abort 예외상황(exception)이 발생한다[11]. 이 때 
예외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고, 예외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미리 
정의된 ‘결함 주입 함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커널에 결함을 주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결함 주입 모듈’은 커널 수준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ARMv7-A에서 HWBP를 다루는데 사용되는 명령어는 커널 수
준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결함 주입 모듈’과 연
동된 ‘유저 수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HWBP를 다루는 작업을 유저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결함 주입 기법의 간략한 흐름도이
다. 그림에서 굵은 상자로 되어 있는 부분(결함 주입 모듈 및 유저 수
준 프로그램)이 결함 주입을 위해 새로 구현된 부분이다. 결함 주입 모
듈은 코어별로 제공되는 HWBP를 관리하며 유저 영역 프로그램의 명
령을 받아 HWBP를 직접 설정하고 해제하는 역할을 한다. 결함 주입 
모듈은 리눅스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식의 모듈로 구현되어 있고 유
저 영역과의 인터페이스는 ioctl()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저 수
준 프로그램은 이 ioctl() 명령을 통해서 유저 수준에서 HWBP를 설정
하고 해제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의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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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유저 수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커널의 특정 위치에 H
WBP를 설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유저 수준에서 커널 수준으
로의 명령 전달은 ioctl() 함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기법에서 
HWBP를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는 제약이 없고 커널 내부의 임
의의 위치에 HWBP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결함 주입 모듈이 이 명령을 받아서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H
WBP를 설정한다. 

③ HWBP가 설정된 명령어가 실행되면 예외상황이 발생하여 리눅스 
커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예외상황 처리루틴(exception han
dler)이 실행된다. 여기서 예외상황이 발생할 때의 레지스터 값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추후 결함 주입 함수에서 레지스터 값을 변경

그림 1. 결함 주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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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은 리
눅스 커널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하드웨
어와 매우 가까운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에서도 
어셈블리어로 구현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레
지스터 목록은 다음과 같다.

l 범용 레지스터로 쓰이는 R0~R12
l SP (스택 포인터, R13)
l LR (링크 레지스터, R14)
l PC (프로그램 카운터, R15)

만약 본 연구에서 도입한 결함 주입 모듈이 없다면 리눅스 커널
은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다시 HWBP가 심어졌던 명
령어부터 실행을 재개한다. 본 기법에서는 리눅스 커널이 결함 
주입 모듈의 bp_handler()를 부르도록 설정해 놓아서 ④로 넘어
가게 한다. 이후 ⑤까지 다 진행한 후에 다시 HWBP가 심어졌던 
명령어부터 실행을 재개하게 된다.

④ 리눅스 커널이 결함 주입 모듈의 HWBP 처리루틴(bp_handler())
을 부른다. 예외상황 처리루틴에서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레지스
터 값이 인자로 전달이 된다.
ARM 호출 규약에서는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를 레지스터에 저
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HWBP가 함수의 시작 부분에 설
정되어 있다면 예외상황 처리루틴에서 전달한 레지스터 값을 살
펴봄으로써 함수에 전달된 인자의 값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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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하면 나중에 HWBP가 심어졌던 명령어부터 실행을 재개
하게 될 때 레지스터 값이 수정된 채로 명령이 재개 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값을 수정할 수 있는 레
지스터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도 포함되는데 이 값을 수정하면 처
음에 HWBP를 설정한 명령어가 아닌 다른 명령어부터 실행을 
재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한 실험에 대해
서는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⑤ HWBP 처리루틴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결함 주입 함수를 호출한
다. 이 결함 주입 함수에서 주입하고자 하는 결함의 종류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다. 비트플립 결함과 지연 결함의 경우 미리 정의
되어 있는 결함 주입 함수에 옵션 값(비트플립 위치, 지연 시간 
등)만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원하는 결함을 주입할 수 있다. 한편 
맞춤형 결함의 경우 결함을 주입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이 결
함 주입 함수를 구현해야 되어서 새로운 결함 주입 함수를 만들 
때마다 컴파일을 할 필요가 있다.

HWBP를 해제하는 것도 HWBP를 설정하는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유저 수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정해놓은 횟수만큼 결함이 주입되면, 즉 사용자가 정해놓은 
횟수만큼 HWBP가 설정된 명령어가 실행되면 결함 주입 모듈이 자동
으로 HWBP를 해제하게 된다. 결함 주입 횟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
할 수 있고 횟수에 제한 없이 결함을 주입 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기법을 ODROID-XU4 보드에서 구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이슈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ODROID-XU4 같은 멀티 코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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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커널 코드가 어떤 코어에서 실행될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없다
는 점이다. 따라서 HWBP를 설정할 때와 해제할 때는 각 코어의 HW
BP가 동시에 설정되고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본 기법이 올바르게 작
동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결함 주입 횟수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각 코
어에서 결함이 주입된 횟수를 합산하여 시스템 전체적으로 결함이 주
입된 횟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HWBP 해제 작업이 올바로 진행
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이슈는 Cortex-A15 코어와 Cortex-A7 코어의 HWBP 
작동 양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Cortex-A15 코어의 경우 
전력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HWBP가 주기적으로 초기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지만 Cortex-A7 코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Cortex-A15 코어의 HWBP가 초기화되더라도 결함 주입 실험
이 진행 중이면 HWBP를 재설정 하는 기능이 결함 주입 모듈에 포함
되어야 한다.

HWBP는 ARMv7-A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프로세서를 만들 때 프로
세서에 구현하도록 명세한 기능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실험을 하는
데 사용한 ODROID-XU4 보드 이외에도 ARMv7-A 아키텍처를 사
용하는 프로세서에서 이 기법을 이용하여 결함 주입 실험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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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한 결함 주
입 실험 3가지를 소개한다. 실험은 리눅스 기반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가 동작하는 ODROID-XU4 보드에서 수행되었다. 표 2에 ODROID-
XU4 보드의 사양을 정리하였고 그림 2에서 실험 환경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결함 주입 실험의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는 ODROID-XU
4 보드의 eMMC 제어장치이고, 이 장치는 리눅스 커널과 eMMC 사
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또한 리눅스 커널은 eMMC 제어장치
를 다루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갖고 있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H
WBP를 이용해서 결함을 주입하여 eMMC 제어장치에서 발생하는 결
함을 모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2에서 번개 모양 표식은 실험에서 
결함을 주입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SoC Samsung Exynos 5422 Octa

CPU 4x Cortex-A15 + 4x Cortex-A7

Architecture ARMv7-A
eMMC Controller 

Version 5.0

OS Linux 3.10.9 / Android 4.4.4

표 2. ODROID-XU4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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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의 실험은 지연 결함을 주입하는 실험이고, 5.2절은 맞춤형으로 
비트플립 결함을 주입하는 실험이다. 5.3절은 맞춤형 주입 기법으로 비
트플립과 지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결함을 주입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실험이다.

5.1 리눅스 커널과 eMMC 제어장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신 지연 결함
을 모방하는 실험

그림 2. 실험 환경
(번개 모양 표식은 결함이 주입되는 위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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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C 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mmcqd라는 이름의 커널 쓰레드를 관리한다. eMMC 제어장치에 읽거
나 쓰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mmcqd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mmcqd는 
리눅스 커널이 eMMC 제어장치에 보내는 요청을 큐 형태로 관리한다. 
이 요청 큐(reqeust queue)에 요청이 들어오면 mmcqd는 eMMC 제어
장치에 명령을 내리고 휴면 상태(sleep)가 된다. eMMC 제어장치는 m
mcqd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킨다. 
리눅스 커널은 이 인터럽트 신호를 받으면 휴면 상태에 있는 mmcqd
를 깨워서 eMMC 제어장치로부터 온 응답을 처리하게 한다. 그 후 m
mcqd는 요청 큐에서 다음 요청을 받아 다시 eMMC 제어장치에 명령
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리눅스 커널과 eMMC 제어장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신 지연을 모
방하기 위해 mmcqd가 eMMC 제어장치에 명령을 내릴 때 호출하는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HWBP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결함 주입 
함수에서는 mdelay()를 이용해서 HWBP가 설정된 함수의 수행을 지연
시켰다. 결함 주입 횟수는 무제한으로 설정하여 실험자가 HWBP를 해
제하기 전까지 해당 함수가 불릴 때마다 계속 지연이 발생하도록 하였
다. 즉 지연 시간을 1초로 설정하면 HWBP가 설정된 함수가 불릴 때
마다 매번 1초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연 시간은 100ms부터 시
작해서 5초 까지 늘려가면서 시스템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HWBP를 설정하고 안드로이드의 Gallery 응용을 이용해 
지연 결함 주입의 효과를 살펴보았고 응용 수준에서 지연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스크린 샷을 찍고, Gallery 응용을 실행하여 찍
은 스크린 샷을 열람하고, 스크린 샷을 지우는 동작을 수행할 때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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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러한 동작들도 느리게 수행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Gallery 응용만 지연될 뿐 시스템 상에서의 다른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HWBP를 해제하여 지연 결함을 가하는 
것을 중단하면 Gallery 응용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커널 수
준에서 지연 결함을 주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법은 
결함 주입 여부를 시스템이 실행되는 도중에 켜고 끄면서 시스템의 반
응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5.2 eMMC 제어장치로부터 오는 응답에 에러가 있는 상황을 모방하는 
실험

mmcqd는 eMMC 제어장치로부터 명령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에 m
mc_blk_err_check()에서 그 응답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때 응답의 내용은 함수의 인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함수의 시작 지
점에 HWBP를 설정하면 인자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3은 결함 주입 대상이 되는 함수의 실제 코드이고 그림 4는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결함 주입 함수이다. 그림 3의 함수의 시작 부분
에 HWBP를 설정하면 이 함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림 4의 함수가 실행
되어 eMMC 제어장치로부터 넘어온 응답에 수정을 가하게 된다. 그림 
3에서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eMMC 제어장치로부터의 응답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림 4에서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부
분을 보면 이 값을 에러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18

eMMC 제어장치로부터의 응답에 에러가 있는 상황을 모방할 수 있다.
mmcqd가 이러한 에러를 발견했을 때 하는 행동은 일단 동일한 명

령을 재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반복해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 명
령을 취소한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또한 취소되는 명령의 수가 누적되면 리눅스 커널이 패닉(p
anic) 메시지를 출력하고 시스템이 죽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실

그림 3. 응답에 에러가 있는 상황을 모방하는 실험의 
결함 주입 대상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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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결함 주입 횟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반응이 달
라진다. mmcqd가 실패한 명령을 다시 시도해보는 횟수보다 적게 결함 
주입 횟수를 설정하면 리눅스 커널은 죽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만 그보다 많게 결함 주입 횟수를 설정하면 위에서 설명하듯이 종국에
는 시스템이 죽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하면 상황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결함 주입 함수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
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5.3 eMMC 제어장치로부터 응답이 없는 상황을 모방하는 실험

이 실험에서는 eMMC 제어장치로부터 인터럽트 신호를 받은 리눅스 
커널이 mmcqd를 깨우는 것을 막아서 eMMC 제어장치로부터 응답이 

그림 4. 응답에 에러가 있는 상황을 모방하는 실험의 
결함 주입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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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을 모방한다. mmcqd를 깨우는 작업은 mmc_request_done()
에서 수행되는데 이 함수 시작 부분에 HWBP를 설정해서 mmcqd를 
깨우는 명령어를 건너뛰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5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결함 주입 함수가 필
요하다. Pre-fetch abort 예외상황 처리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HWBP가 
설정된 명령어부터 실행을 재개하게 되지만 실행이 재개될 명령어를 
조작함으로써 특정 명령어를 건너뛰게 할 수 있다.

이 실험을 수행하면 리눅스 커널이 더 이상 mmcqd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eMMC 카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프로세스(예컨대 
콘솔에서의 cp 명령이나 스크린 샷을 찍는 명령)는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eMMC 카드에 대한 접근이 필요 없는 프로세스
(ls나 cd 명령, 혹은 /proc 디렉터리에 대한 접근)는 성공적으로 실행됨
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5. 실행 재개될 명령어를 조작하는 결함 주입 함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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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수준에서 제공되는 자원인 하드웨어 브레이
크포인트를 이용하여 커널 수준에서 결함을 주입하는 기법을 소개하였
다. 이 기법은 결함 주입의 대상이 되는 모듈의 수정 없이 결함 주입 
실험을 수행할 수 있고, 커널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여 결함을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결함을 
주입할 수 있음을 실제 보드에서 진행된 실험을 통해 보였고, 특히 결
함을 주입하고자 하는 모듈을 분석하여 맞춤형(custom) 결함 주입 실
험을 수행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결함을 주입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ARMv7-A 아키텍처에서 구현된 임베디드 
리눅스 환경에서 하드웨어 수준의 오류를 재현함으로써 시스템의 견고
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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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rnel-level Fault Injection Technique 
Using Hardware Break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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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ult injection technique is used to enhance system’s robust-
ness by emulating hardware fault or by verifying software 
reliability. The technique can be applied to the Linux kernel which 
is widely used in the embedded systems. Previous works on the 
Linux kernel have some constraints: the fault injection target must 
be mutated at the code level or the diversity of the injected fault is 
limited. This paper introduces a fault injection technique using 
hardware breakpoint that can be employed to various kernel level 
fault injection experiments. This technique is implemented by add-
ing a new kernel module with fault injection capability without 
modifying the target kernel code. The suggested technique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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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arry out some experiments on the eMMC controller inside the 
ODROID-XU4 board based on the ARMv7-A architecture running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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