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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의 전통적인 IT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이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내장형 시스템에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널리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대부분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각 계층이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인접한 하위 계층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계층 구조 원칙은 각 계층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이식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 응답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층 내부 정보에 다른 계층들이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종종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 교차계층 최적화이다. 

이는 계층 내부 상태를 선택적으로 상위 계층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시스템 성능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차계층 최적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FTL) 요청의 

최악의 수행시간(worst-case execution time, WCET) 예측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최악의 대기 시간(worst-case waiting time, WCWT)을 

바운드하는 문제이다. 

먼저 FTL 요청의 WCET 예측을 위해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FTL은 NAND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와 기존 

파일 시스템 사이의 소프트웨어 계층이다.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응용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이 호출하는 FTL 요청의 WCET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FTL 요청은 플래시 메모리의 내부 상태인 자원 

가용량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서는 정확한 수행 시간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WCET 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기존의 정적 분석 기법은 최악의 자원 

가용량을 가정하기 때문에 매우 비관적인 WCET를 예측할 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 가용량을 

FTL에게 노출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FTL 요청의 WCET를 

매개변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FTL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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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L의 설계 단계에서 FTL 내부 동작과 자원 가용량을 

페트리네트를 이용해 모델링하는 개발 프로세스와 함께 런타임에 

주어진 FTL 요청의 WCET를 계산할 수 있는 최적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때 페트리네트와 런타임 자원 가용량은 WCET를 

계산하는 매개함수와 매개변수로 각각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된 FTL 아키텍처를 실제 NAND 플래시 위에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WCET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정적 분석에 비해 평균적으로 54배나 짧은 WCET를 

예측하여 훨씬 정확함을 보였다. 

이어서 VM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WCWT를 바운드하기 위해 

선점 안전 스핀 락을 지원하는 VM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VM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은 공유 자원 동기화를 위해 스핀 락(spin 

lock)을 널리 사용한다. 이때 락을 획득하려는 태스크는 락이 

가용해질 때까지 CPU 자원을 소모하며 스핀 대기(spin-wait)를 

한다. 이때 락 소유자가 선점 (lock holder preemption, LHP) 당해 

락 획득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하는 행위를 불필요한 

스핀 대기라고 한다. 기존 VM 아키텍처에서는 VMM에 의해 

수행되는 가상 CPU의 스케줄링에 게스트 OS가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LHP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필요한 스핀 

대기가 무한정 지속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CPU 

스케줄링을 게스트 OS에게 노출시키고, 게스트 OS는 이를 이용해 

LHP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교차계층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이때 

LHP 복구란 락 경쟁자가 자신이 수행되던 CPU를 선점 당한 락 

소유자에게 대여하여 임계 구역(critical section)의 수행을 마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법이다. 제안된 기법은 런타임에 LHP의 검출과 

복구를 수행하는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게스트 

OS의 기존 스핀 락 알고리즘을 대체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차계층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이 논문은 제안된 기법을 

통해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이 주어진 락을 획득하기 위해 

경합하는 태스크의 개수에 선형적으로 바운드됨을 보인다. 실험적 

평가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리눅스와 KVM 상에 

구현하고 스핀 대기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VM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의 스핀 대기 시간은 기존 VM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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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8배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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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와 같은 전통적 IT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네트워크 라우터와 같은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에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안드로이드와 [2] AUTOSAR는 [3] 각각 스마트폰과 차량용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대부분 계층 구조 원칙을 따르도록 설계된다. 

계층 구조란 소프트웨어를 복수의 계층으로 구성하고 각 계층이 

인접한 하위 계층에만 명시적으로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well-

defined interface)를 통해 접근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이다 [4, 5, 6]. 

이 원칙에 따르면 각 계층은 계층 간 인터페이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계층의 내부 상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원칙의 장점은 관심사의 분리(separation of concerns)를 

통해 각 계층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기술적 진화를 받아들이며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이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7, 8]. 

계층 구조 원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설계하는 기본 

원칙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계층 간의 기능적 호환성(functional 

compatibility)만을 주목할 뿐 시간적 호환성(temporal 

compatibility)을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어 계층 내부의 

상태를 이용할 필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층 구조 원칙에 의해 

각 계층이 블랙 박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이 약해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9].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임의의 계층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진화에 의해 당초 계층 간 

인터페이스가 설계될 당시 암묵적으로 성립되었던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모바일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스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의 

7계층으로 이루어진다 [10]. 이들 계층 간 인터페이스는 애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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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Ethernet)과 같은 유선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설계되었다. 

그런데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물리와 데이터 링크 

계층이 무선 프로토콜로 교체되었는데, 이들은 유선 네트워크의 

해당 계층에 비해 런타임 자원 상태와 노드 이동성에 훨씬 

민감하게 동작한다. 따라서 기존의 계층 간 인터페이스만으로는 

예측 가능한 라우팅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같은 계층 간 시간적 호환성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용한 기법이 교차계층 최적화(cross-layer optimization)이다 

[11]. 교차계층 최적화란 계층 내부 상태를 선택적으로 다른 

계층에게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성능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는 교차계층 최적화가 

널리 시도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존 연구 분야이다. 이를 대상으로 

하위 계층의 자원 상태를 상위 계층에게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성능과 예층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 12, 13, 14].  

이 논문에서는 교차계층 최적화 기법을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실시간성 보장을 위한 최근의 기술적 이슈 

두 가지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법의 목적은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FTL)의 최악의 수행시간(worst-

case execution time, WCET)를 예측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법의 

목적은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최악의 대기시간(worst-case waiting time, WCWT)를 예측하는 

것이다. 

WCET와 WCWT를 예측하는 것이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을 

위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시간성 보장을 위해서는 응답 

시간을 예측하여 이를 데드라인보다 짧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응답 시간은 다시 수행 시간, 대기 시간 그리고 

선점 시감으로 분해될 수 있다. 수행 시간은 태스크가 혼자 

수행되었을 때의 시간이며 이를 예측하기 위해 프로그램 모델링과 

다양한 수행시간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15]. 대기 시간은 여러 

태스크가 함께 수행되었을 때 공유 자원 접근을 상호 배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이를 예측하기 위해 동기화 프로토콜의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16, 17]. 선점 시간은 대상 태스크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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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들에 의한 선점 시간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18] 의한 분석 기법들이 이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논문은 이 같은 응답 시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수행 시간과 

대기 시간의 최악의 경우를 각각 예측하고 바운드하는 문제를 

풀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기법은 FTL의 WCET 예측을 

위한 교차계층 최적화로서,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은 제안된 

기법을 교차계층 최적화의 관점에서 나타낸 것이다. FTL이란 

NAND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와 기존 파일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으로서, NAND 플래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이다. 그런데 FTL의 수행시간은 

플래시의 런타임 자원 가용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FTL이 

이를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의 정확한 수행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제안된 기법은 자원 가용량을 FTL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활용해 WCET를 매개변수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지원하는 FTL 

아키텍처를 지원한다. 

제안된 FTL 아키텍처는 페트리네트, FTL 프로그램 그리고 

FTL 동작 시퀀서로 구성된다. 페트리네트는 제안된 기법에서 

매개변수적 WCET 함수 역할을 수행하며, FTL 동작과 자원 

가용량 사이의 의존관계를 모델링 한다. FTL 프로그램은 

페트리네트에 나타난 FTL 동작들의 구현물이다. 그리고 FTL 동작 

시퀀서는 런타임에 FTL 요청의 WCET를 계산한다. 이를 위해 

시퀀서는 페트리네트와 런타임 자원 가용량을 가지고 주어진 FTL 

 

그림 1. FTL의 WCET 예측을 위한 교차계층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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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FTL 동작의 시퀀스를 

계산한다. 이 알고리즘은 가능한 모든 시퀀스 중 가장 짧은 

시퀀스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이다. FTL 동작의 시퀀스가 

구해지면 미리 정적 분석에 의해 구해진 FTL 동작의 WCET를 

합산함으로써 FTL 요청의 WCET가 계산된다. 

제안된 기법은 아울러 주어진 FTL 알고리즘으로부터 FTL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이 개발 프로세스는 FTL 모델링과 

코드 합성 단계로 나누어진다. FTL 모델링 단계에서는 FTL 

개발자가 주어진 알고리즘으로부터 FTL 동작과 자원 타입을 

식별하고 이를 각각 페트리네트의 트랜지션과 플레이스로 

매핑함으로써 페트리네트를 작성한다. 이어서 코드 합성 단계에서는 

페트리네트의 구성요소를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매핑하고 FTL 

동작을 구현한 후 FTL 동작 시퀀서와 통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FTL이 산출된다. 

제안된 기법은 NAND 플래시가 장착된 ARM 기반 개발 

보드에 구현되었으며, 일련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에 의한 

매개변수적 분석 기법의 정확성이 평가되었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정적 분석에 비해 훨씬 정확한 WCET를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 54배나 짧은 WCET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기법은 VM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WCWT 바운드를 위한 교차계층 최적화로서, 스핀 락을 

통해 동기화를 수행하는 태스크들이 VM 상에서 수행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2는 제안된 기법을 교차계층 최적화의 

관점에서 보인 것이다. VM은 VMM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계층 

위에서 수행되고, VM 상에서 수행되는 OS는 게스트 OS라고 

불린다. 게스트 OS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은 게스트 OS와 

VMM의 스케줄러에 의해 계층적으로 스케줄링된다. 즉, 게스트 

OS가 태스크들을 가상 CPU(virtual CPU, vCPU)에 스케줄링하고, 

VMM가 vCPU들을 물리 CPU(physical CPU, pCPU)에 

스케줄링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핀 락에 의한 대기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태스크들이 VMM에 의해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vCPU 스케줄링을 모른 채 스핀 락을 사용하는 와중에 

무한정 스핀 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스핀 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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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락 소유자가 VMM에 의해 선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된 

기법은 락 소유자가 선점 당한 동안 스핀 대기하는 시간을 

불필요한 스핀 대기(useless spin-wait)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바운드할 수 있는 선점 안전 스핀 락과 이를 지원하는 VM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이를 위해 VMM의 vCPU 

스케줄링을 게스트 OS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는 교차계층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다.  

제안된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은 LHP 회복 (recovery) 

기법에 의해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을 바운드한다. LHP 회복이란 

락 경쟁자가 스핀 대기하는 대신 자신이 수행되던 CPU를 락 

소유자에게 빌려 주어 임계 구역(critical section)의 수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 락 경쟁자는 LHP 검출과 

회복 두 동작을 수행한다. 

LHP 검출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LHP를 

명확히 정의한다. LHP는 락 소유자의 선점이 계층적 스케줄링의 

어느 레벨에서 일어나는가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태스크 레벨 LHP는 태스크 간의 선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vCPU 

레벨 LHP는 vCPU 간의 선점으로 인해 발생한다. LHP 검출 

과정은 이를 두 가지 타입의 LHP를 구별하여 식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획득한다. 첫째,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으로부터 lock-to-lock holder ID 매핑이 구해진다. 둘째, 

태스크 스케줄러로부터 task-to-vCPU 매핑이 구해진다. 셋째, 

vCPU 스케줄러로부터 vCPU-to-pCPU 매핑이 구해진다. 

 

그림 2. VM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WCWT 바운드를 위한 교차계층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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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P가 검출되면 락 경쟁자와 소유자가 차례로 LHP 회복 

동작을 수행한다. 락 경쟁자는 태스크 레벨 LHP의 경우 락 소유자 

태스크를 자신의 vCPU로 이주시키고, vCPU 레벨 LHP의 경우 락 

소유자의 vCPU를 자신의 pCPU로 이주시킨다. 그리고 이주된 락 

소유자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변경한 수 

수행시켜 다른 태스크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CPU 자원을 

간섭하지 않게 한다. 락 소유자는 임계 구역의 수행을 마친 후 

자신을 다시 원래 수행되던 런큐로 이주시키고 락 경쟁자의 수행을 

재개시킨다. 제안된 기법은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을 경합하는 

태스크의 개수에 선형적으로 바운드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리눅스와 KVM 기반의 가상머신을 확장하여 

구현되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제안된 VM과 LHP에 대한 고려가 

없는 기존 VM 상에서 스핀 대기 시간의 최대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의 스핀 대기 시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 458배 짧은 스핀 대기 시간을 

보였다. 

이 장의 나머지 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들의 연구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각 기법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개관한다. 

 

1.1 연구배경 
 

이 절에서는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와 선점 안전 동기화를 위한 가상머신 아키텍처의 

연구배경을 각각 설명한다. 

 

1.1.1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의 연구배경 
 

NAND 플래시 메모리는 휴대용 기기를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서 지난 10년 간 큰 성공을 거두었다. NAND 플래시 기반의 

반도체 드라이브(solid state drive, SSD)는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장치로서,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하드 디스크를 급속히 

대체해 나가고 있다 [19, 20]. 이러한 성공의 주된 기술적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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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격 대비 용랑, 저전력, 빠른 읽기 시간, 그리고 충격과 

진동에 대한 내구성 등이다. 한편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즉시 

갱신(in-place update)이 불가능하고 반복적인 쓰기 동작에 대한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파일 시스템과 NAND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 사이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FTL)이다. FTL은 파일 시스템에게 

기존의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한편 NAND 플래시 

메모리의 특이성을 감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NAND 플래시 기반의 

저장 장치 상에서 수행되는 FTL의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21]. 

휴대용 장치에서 수행되는 많은 응용이 실시간성의 보장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최근까지 FTL 설계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결과 FTL 프로그램의 최악 수행시간(worst-case 

execution time, WCET)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WCET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적 (static) 분석 방식으로, 이는 오프라인에서 

가용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WCET를 분석한다 [15, 22]. 정적 

분석은 프로그램 수행 시간의 편차가 클 때 비관적인 WCET를 

예측하는 경향으로 인해 종종 낮은 시스템 이용률을 초래한다. 

WCET 분석의 다른 한 가지 접근 방식은 매개변수적 

(parametric) 분석으로, 이는 WCET를 프로그램 입력 변수의 

함수로 나타내고 이를 런타임에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매개변수적 분석 기법들은 주어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적 코드 

분석을 수행하고, 입력 변수와 프로그램 수행 경로 사이의 의존 

관계로부터 WCET 함수를 도출한다 [23, 24, 25, 26, 27, 28, 29]. 

예를 들어, 루프(loop)의 WCET는 루프 반복 횟수를 결정하는 

입력 변수의 선형 함수로 정형화될 수 있다. 매개변수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정적 분석보다 정확한 WCET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입력 변수 하에서 수행될 수 없는 프로그램 

경로들을 WCET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FTL 요청의 수행 시간은 플래시 블록의 지워진 페이지 개수와 

같은 런타임 자원의 가용량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그림 3은 

이렇게 동일한 종류의 FTL 요청의 수행시간이 수백 배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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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를 보인다. 지워진 페이지가 가용한 경우 FTL 쓰기 요청은 

한 번의 페이지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즉시 완수될 수 

있다. 반면 지워진 페이지가 없는 경우 FTL은 먼저 한 번의 블록 

지우기와 수십 번의 페이지 프로그램 동작이 필요한 쓰레기 수집 

(garbage collection)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워진 페이지를 

생성한다. 이는 앞선 경우에 비해 수백 배 긴 수행 시간을 초래한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휴대용 기기에서 미디어 재생과 같은 

연성 실시간 응용이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FTL 

프로그램의 WCET 분석에는 위해 정적 분석보다 매개변수적 

분석이 더 적합하다. 그림 4에 나타난 코드 예제는 FTL 요청의 

WCET 분석에 매개변수적 분석이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그림 

4(a)는 FTL 쓰기 요청의 서비스 코드를 단순화시켜 나타내며, 

여기에는 각 구문의 수행 시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구문 S3가 쓰레기 수집을 수행하는 코드로서, 다른 구문들에 비해 

훨씬 긴 수행 시간을 소모한다. S3는 로그 페이지의 런타임 

가용량에 따라 조건적으로 수행된다. 그림 4(b)는 동일한 코드의 

WCET를 정적 분석과 매개변수적 분석에 의해 각각 예측한 결과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적 분석은 항상 18,351.01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값을 예측한다. 이는 정적 분석이 런타임 가용량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로그 페이지가 없다고 가정하여 S3의 수행 

시간을 WCET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매개변수적 분석 

기법은 로그 페이지의 가용량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개의 WCET를 

예측한다. 따라서 로그 페이지가 한 개라도 있는 경우 매개변수적 

분석은 정적 분석의 결과에 비해 훨씬 짧은 WCET를 예측한다. 

 

그림 3. 런타임 자원 가용량에 따른 FTL 쓰기 요청의 수행시간 편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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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훨씬 정확한 WCET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개변수적 분석 기법은 FTL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주어진 기존 FTL 프로그램의 FTL 요청들에 대한 

WCET를 정형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FTL 

아키텍처는 플래시 자원의 런타임 가용량을 FTL 코드 구조 안에 

적절히 모델링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원 가용량은 오직 내부 플래시 

I/O 동작에 의해 읽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새로운 FTL 요청이 

도착했을 때 어떠한 FTL 동작들이 수행될지 예측하기 극히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런타임 자원 가용량을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WCET 분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FTL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4. FTL 쓰기 요청 서비스 코드의 예: (a) 예제 코드와 각 구문의 
WCET, (b) 정적 분석과 매개변수적 분석에 의해 각각 예측된 최악 

수행 시간과 경로. 

(a)

(b)

S1:
S2:
S3:

S4:
S5:
S6:

// laddr: logical address
// paddr: physical address
FTL_write(laddr, data) {

n = nFreeLogPages(laddr);
if ( n < 1 ) {

garbageCollection();
}
paddr = getFreeLogPage(laddr);
flashProgram(paddr, data);
updateMapping(laddr, pad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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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선점 안전 동기화를 위한 가상머신 아키텍처의 연구배경 
 

최근 수 년 간 시스템 가상화를 통한 대칭형 멀티프로세서 

(symmetric multiprocessor, SMP) 기반의 실시간 시스템 통합이 

학계와 산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30, 31].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32, 33, 34], 자동차 [35, 36, 37, 38], 항공기 [39], 

네트워크 장비 [40] 등의 도메인에서 전력 소모 절감, 부품 비용 

절감, 보안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스템 가상화는 OS에게 독점적 접근이 가능한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VM)을 제공하여 복수의 OS가 하나의 

물리 머신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VM 상에서 수행되는 

OS는 게스트 OS라고 불리며, 게스트 OS와 물리 머신 사이에서 

물리적 하드웨어 자원의 가상화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이 

가상 머신 모니터(virtual machine monitor, VMM)이다. VM 내의 

태스크들은 게스트 OS와 VMM에 의해 계층적으로 스케줄링되어 

수행된다. 즉, 게스트 OS가 태스크들을 가상의 CPU (virtual CPU, 

vCPU) 상에 스케줄링하고, VMM은 vCPU들을 다시 물리적 CPU 

(physical CPU, pCPU) 상에 스케줄링한다.  

시스템 가상화를 통한 실시간 시스템의 통합에 있어 가장 

 

그림 5. VM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의 스핀 락에 의한 SMP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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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구 조건 중 하나는 VM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의 

응답시간을 바운드하는 것이다. 그런데 게스트 OS가 SMP 

동기화를 위해 스핀 락을 사용하면 락 소유자 선점(lock holder 

preemption, LHP)이 발생하여 이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P란 태스크가 스핀 락을 

획득한 채로 선점 당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LHP가 발생하면 동일한 

락을 획득하려는 다른 태스크가 락 획득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핀 대기를 하게 되어 CPU 자원의 극심한 낭비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지연시간이 초래된다. 차량용 OS인 

AUTOSAR OS를 포함한 다수의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real-time 

operating system, RTOS)에 멀티코어 지원을 위해 스핀 락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스템 가상화를 통한 RTOS의 

통합을 위해 LHP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VM 기반의 계층적 스케줄링 구조에서 LHP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게스트 OS의 태스크 

스케줄러 레벨에서 락 소유자가 다른 태스크에 의해 선점 당하는 

 

그림 6. LHP 발생에 따른 스핀 락 기반 동기화의 수행 예. (a) vCPU 
레벨 LHP와 (b) 태스크 레벨 L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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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vCPU 1

pCPU 2pCPU 1

vCPU 2

(b)

1 2

3

1

1

3

1

2

3 1preempts  

1 res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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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VMM의 vCPU 스케줄러 레벨에서 

락 소유자를 수행 중인 vCPU가 다른 vCPU에 의해 선점 당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 두 가지 경우를 각각 태스크 레벨 LHP와 

vCPU 레벨 LHP라고 부른다. 그림 5와 그림 6은 LHP 발생 

여부에 따라 스핀 락 기반 동기화가 수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예제들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태스크 1 과 2 가 각각 

vCPU1과 vCPU2 상에서 수행되고, 1 이 먼저 스핀 락을 획득한 

다. 그리고 이어서 2 가 동일한 락을 획득하기 위해 스핀 대기를 

시작한다. 그림 5에서는 LHP가 발생하지 않아 1 이 락을 해제하고 

곧바로 2 가 락을 획득한다. 한편 그림 6(a)은 vCPU1이 선점 당해 

발생한 vCPU 레벨 LHP의 예를 보이며, 그림 6(b)는 1 이 선점 

당해 발생한 태스크 레벨 LHP의 예를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선점이 

지속되는 동안 2 가 락을 획득하기 위해 불필요한 스핀 대기를 

하게 된다.  

LH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해결책들은 최근까지 시스템 

가상화 기술의 주된 도메인이었던 서버 컴퓨팅 환경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범용 운영체제(general 

purpose OS, GPOS)들은 시스템 처리량 최대화를 위해 통상 임계 

구역 (critical section) 수행 중 태스크간 선점을 비활성화시켜 

태스크 레벨 LHP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기존 해결책들은 

vCPU 레벨 LHP의 해결에 집중하여 왔다. 

불행히도 기존 해결책들은 RTOS가 게스트 OS로 수행될 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통상적인 GPOS와 달리 고도로 

최적화된 RTOS들은 스핀 락을 획득한 중에도 선점을 허용한다 

[41]. 이는 실용적인 RTOS의 가장 중요한 설계 목적 중 하나가 

선점 비활성화 구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의 

스케줄링 지연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TOS들이 게스트 OS로 사용되면 두 가지 타입의 LHP가 모두 

발생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해결책들은 이들을 

구별조차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통상 LHP 식별을 위해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을 초과하는지 검사하는데, 이는 두 타입의 LHP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VMM과 게스트 OS가 내부적으로 각각 관리하는 vCPU 스케줄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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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스케줄링 정보를 통합하여 락 소유자가 어느 레벨에서 

선점되었는지를 판별해야 한다. 이는 VMM과 게스트 OS가 엄격히 

분리된 기존의 VM 아키텍처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두 타입의 LHP를 구별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vCPU 레벨의 LHP는 VM에게 

가용한 pCPU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락 소유자에게 

pCPU를 제공하여 해결해야 하는 반면, 태스크 레벨의 LHP는 

태스크에게 가용한 vCPU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pCPU가 아닌 vCPU를 제공해 주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기존 

해결책들은 단지 락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pCPU를 제공해 주는 데 

그쳐 태스크 레벨의 LHP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1.2 연구내용 
 

이 논문에서는 내장형 시스템의 실시간성 보장을 위한 두 가지 

교차계층 최적화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이들은 첫째,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와 둘째, 

다계층 선점 안전 동기화를 위한 가상머신 아키텍처로 구성된다. 본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들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기여하는 바를 

기술한다. 

 

1.2.1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의 연구내용 
 

이 논문에서는 FTL 동작 시퀀스 도출을 통한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런타임 자원 가용량 하에서 주어진 FTL 요청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FTL 동작의 정확한 시퀀스를 런타임에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제안된 FTL 아키텍처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1) 각 타입의 FTL 요청에 대한 

페트리네트 모델, (2) FTL 프로그램 그리고 (3) FTL 동작 

시퀀서(sequencer)이다. 페트리네트 모델이 바로 FTL 코드 

조각들과 플래시 자원 간의 의존 관계를 모델링하는 매개변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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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이다. FTL 프로그램은 구현된 FTL 동작들로, 페트리네트 

안에서 트랜지션으로 모델링된다. FTL 동작 시퀀서는 FTL 

프로그램 상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런타임에 FTL 

동작의 시퀀스를 계산한다. 

제안된 FTL를 위한 개발 프로세스는 (1) FTL 모델링과 (2) 

FTL 코드 합성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FTL 모델링은 주어진 FTL 

알고리즘으로부터 시작한다. FTL 개발자들은 먼저 이 

알고리즘으로부터 FTL 동작, 자원 그리고 이들간의 의존관계를 

식별함으로써 페트리네트 모델을 작성한다. FTL 동작은 FTL 

알고리즘의 비선점적인 수행 단위이며, 자원은 FTL 동작이 

수행되기 위해 소비되는 논리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페이지 쓰기 

(write a page)’는 한 개의 ‘지워진 페이지(erased page)’ 자원을 

소비하는 FTL 동작이다. FTL 동작과 자원은 페트리네트 상에서 

각각 트랜지션(transition)과 플레이스(place)로 표현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FTL 동작 시퀀서에 의해 수행되는 FTL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페트리네트 모델 상에 두 

개의 제한 조건을 가한다. 이들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3.3.2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FTL 코드 합성 단계에서는 개발자들이 앞 단계에서 식별된 

FTL 동작들을 구현하고 이를 FTL 동작 시퀀서와 통합한다. 

페트리네트의 문맥에 의하면 FTL 동작은 시작되기만 하면 완료될 

때까지 막힘 없이 수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FTL 동작은 오직 그 

시작할 때에만 자원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런타임에 FTL 동작 

시퀀서는 페트리네트 모델의 자원 가용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FTL에 요청이 도착하면 시퀀서는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가장 짧은 

FTL 요청의 시퀀스를 계산한다. 이 과정은 이 논문에서 

페트리네트에 가해진 제한 조건에 의해 간단한 그래프 탐색 (graph 

traversal) 알고리즘만 가지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수행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도출된 FTL 동작 시퀀스에 포함된 FTL 

동작들의 WCET만을 단순히 합산함으로써 주어진 FTL 요청의 

WCET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별 FTL 동작의 WCET는 

기존의 정적 분석 기법에 의해 오프라인에서 구해진다. 

제안된 기법은 저장 장치에 대한 접근 요청이 연성 실시간 성 

보장을 위해 수락 제어(admission control)에 의해 통제될 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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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시스템 자원 사용량 최적화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유용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제적 쓰레기 수집이 가능하다. 제안된 기법은 정적 분석보다 훨씬 

짧은 WCET를 예측하기 때문에 주어진 FTL 요청에 대해 더 많은 

여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주어진 요청의 데드라인(deadline)을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 FTL은 이 기간 동안 쓰레기 수집 작업을 수행하여 

자원을 미리 생성함으로써 이 자원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FTL 

요청의 응답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42]에서 제안된 재구성 가능 FTL (reconfigurable FTL) 

알고리즘을 예제로 삼아 페트리네트 모델을 작성하였다. 이 논문은 

검증을 위해 혼합형 매핑 (hybrid-mapped) FTL을 [42, 43] 

사용하였지만, 제안된 기법은 완전 페이지 매핑 (fully-page 

mapped) [44] 알고리즘과 같은 다른 FTL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 이는 다른 알고리즘들이 혼합형 알고리즘에 비해 더 

모델링하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작성된 페트리네트 모델의 FTL 동작들과 FTL 동작 시퀀서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WCET 예측 

정확성을 정적 분석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이 예측한 WCET는 평균적으로 정적 기법에 의해 예측된 

WCET에 비해 54배나 짧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정확함이 

입증되었다. 

 

1.2.2 선점 안전 동기화를 위한 가상머신 아키텍처의 연구내용 
 

이 논문에서는 락 경쟁자의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을 

바운드할 수 있는 VM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이 논문은 주어진 

스핀 락 알고리즘이 이 같은 성질을 만족할 때 선점 

안전성(preemption safety)을 달성한다고 말한다. 제안된 기법은 

락 경쟁자로 하여금 LHP 타입을 식별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P 타입의 식별이란 주어진 락에 대해 태스크 레벨과 

vCPU 레벨의 두 가지 LHP 타입 중 어느 것이 발생했는지 

런타임에 판별하는 행위이다. 한편 LHP 복구는 락 경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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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스핀 대기하는 대신 자신의 vCPU 또는 pCPU 자원을 

선점된 락 소유자에게 대여하여 임계 구역의 수행을 완수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제안된 기법은 먼저 LHP 타입의 식별을 위해 주어진 락 

인스턴스를 소유한 태스크가 어느 것인지 파악하고, 이 태스크가 

계층적 스케줄링의 어느 레벨에서 선점되었는지 검사한다. 여기에는 

VMM이 가지고 있는 vCPU 스케줄링 정보와 게스트 OS가 가지고 

있는 태스크 스케줄링 정보 및 락 소유자 정보가 함께 필요하다. 

그런데 VMM과 게스트 OS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통상적인 VM 

구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한 군데로 모아 LHP 타입을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아키텍처에서는 VMM이 vCPU 스케줄링 정보를 공유 메모리를 

통해 게스트 OS에게 노출시키는 교차 계층 최적화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이어서 제안된 기법은 식별된 LHP의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만약 태스크 레벨 LHP가 발생한 경우 락 

경쟁자는 락 소유자를 자신의 vCPU로 이주시키고, vCPU 레벨 

LHP가 발생했으면 락 경쟁자는 락 소유자의 vCPU를 자신의 

pCPU로 이주시킨다. 락 소유자는 임계 구역의 수행을 마친 후 

락을 해제할 때 대여 받은 vCPU와 pCPU를 다시 락 경쟁자에게 

반환한다. 그런데 통상적인 VM 구조에서 게스트 OS는 pCPU의 

대여와 반환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게스트 OS가 pCPU의 대여와 반환을 직접 제어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VMM과 게스트 OS 사이에 하이퍼콜 

인터페이스를 신설한다. vCPU와 pCPU 자원의 대여와 반환은 오직 

동일한 VM 내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VM 간의 

우선순위나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안된 기법은 게스트 OS의 일부에 변경을 요구하는 

반가상화(para-virtualization)에 기반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게스트 OS에 선점 안전 스핀 락(preemption safe spin lock, 

PSSL)과 LHP 제거기 (LHP eliminator)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삽입된다. PSSL은 게스트 OS의 기존 스핀 락 알고리즘을 대체하는 

변종으로, 락 변수에 소유자의 태스크 식별자(ID)를 내장시켜 락 

획득과 소유자 ID의 등록 두 가지 동작이 원자적(atomi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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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락 경쟁자는 소유자가 언제 선점 

당하더라도 소유자 ID를 식별할 수 있다. LHP 제거기는 LHP 

식별과 복구를 수행하는 게스트 OS 내의 모듈로서, 두 가지 교차 

계층 인터페이스를 통해 VMM과 협력한다. 하나는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로, 이를 통해 VMM은 pCPU 자원 상태를 LHP 

제거기에게 전달해 LHP 타입의 식별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vCPU 이주 요청 하이퍼콜로 이는 동일 VM 

내의 임의의 vCPU를 다른 vCPU가 수행 중인 pCPU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런타임에 제안된 VM 아키텍처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은 

HISL가 제공하는 acquire()와 release() 두 가지 동작을 이용해 

자원 동기화를 수행한다. acquire()는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을 

넘지 않는 한 전통적인 스핀 락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그리고 만약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을 넘으면 LHP 제거기에게 LHP의 

식별을 요청한다. 이때 락 변수에 기명된 소유자의 ID가 인자로 

전달된다. LHP 제거기는 태스크 스케줄러와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로부터 task-to-vCPU 매핑 정보와 vCPU-to-pCPU 

매핑 정보를 각각 읽어 들인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LHP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면 어느 레벨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식별한다. 만약 태스크 레벨의 LHP가 발생한 경우 경쟁자의 

vCPU를 락 소유자에게 대여하도록 태스크 스케줄러에게 요청한다. 

한편 vCPU 레벨의 LHP가 발생한 경우 vCPU 이주 요청 

하이퍼콜을 통해 경쟁자의 pCPU를 소유자의 vCPU에게 

대여하도록 요청한다. 이때 락 소유자의 태스크 제어 블록(task 

control block, TCB)에 락 경쟁자의 ID가 기록된다. HISL의 

release() 동작은 스핀 락을 해제한 후, TCB를 확인하여 LHP 

복구가 일어났다면 대여 받은 vCPU 또는 pCPU를 반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된 VM 아키텍처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를 리눅스/KVM 기반 VM 아키텍처를 확장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게스트 OS 상에서 복수의 태스크가 하나의 스핀 락에 대해 

경합할 때 락 획득에 소요된 최악의 스핀 대기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기법의 스핀 대기 시간은 기존 스핀 락 알고리즘에 

비해 최대 458 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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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 내용에 영향을 미쳤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관련 

연구와 배경 지식에 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실험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한다. 

4장에서는 선점 안전 동기화를 위한 VM 아키텍처의 연구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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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연구와 배경지식 
 

이 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에 영향을 미친 관련연구와 

배경지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관련연구로서 다음의 각 분야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차계층 최적화 문제 

 최악 수행시간 예측 문제 

 FTL 최적화와 실시간성 보장 문제 

 락 소유자 선점 문제 

 

이어서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다음 각 

분야에 대해 차례로 개관한다. 

 

 NAND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변환 계층 (FTL) 

 시스템 가상화 

 스핀 락 기반 동기화 

 

2.1 교차계층 최적화 문제 
 

교차계층 최적화는 OSI 참조 모델의 [10]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야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유래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차계층 최적화란 계층 사이의 지능적인 상호작용과 정보 교환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기법으로 정의된다 [45, 

46, 47]. 이들 기법은 계층 내 정보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의 

정보 흐름에 의한 교차계층 최적화이다. 이 부류의 기법들에서는 

상위 계층에서만 가용한 고수준 문맥 정보가 하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응용 계층이 요구하는 

지연시간과 데이터 손실에 대한 제한조건이 링크 계층에 전달되어 

오류 교정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제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48].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의 정보 흐름에 

의한 교차계층 최적화이다. 이 부류의 기법들에서는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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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서만 가용한 자원 가용량 정보가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물리 계층의 비트 에러율과 노이즈 

강도에 대한 정보가 MAC 계층에 전달되어 전송 속도 적응과 에러 

교정 알고리즘의 파리미터 제어에 활용될 수 있다 [49, 50, 51].  

한편 대다수의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시 계층 구조 

원칙에 의해 설계된다. 최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계층구조 최적화 연구 중 가장 활발한 두 분야는 

저장장치 서브시스템과 가상머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저장장치 서브시스템은 디스크 드라이버, 버퍼 캐시, 

파일 시스템, 라이브러리, 응용으로 이루어지는 계층구조로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대상으로 [52]의 저자들은 하드 디스크의 

물리적 기하 구조를 파일 시스템에 노출시킴으로써 각 트랙의 

경계에 데이터를 정렬시킬 수 있도록 접근 패턴을 조작시키는 

교차계층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53]의 저자들은 

운영체제의 버퍼 캐시 교체 정책을 응용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교차계층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웹 브라우저가 캐시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페이지를 먼저 서비스함으로써 

응답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지능형 저장장치를 

위한 교차계층 최적화[54]에서는 응용의 문맥 정보를 파일 

시스템에 전달하여 미리 읽기 크기(read-ahead size)와 I/O 요청 

크기의 제어에 활용하였다. 이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응용의 디스크 

I/O 응답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가상화된 시스템은 가상머신 모니터(virtual machine 

monitor, VMM)와 게스트 OS의 두 계층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러한 구조를 대상으로 VMM이나 게스트 OS 간의 교차계층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55]의 저자들은 VM 상에서 

수행되는 I/O 집약적 태스크들을 VMM이 식별하고, 이들의 

우선순위를 VMM의 스케줄러 레벨에서 향상시켜 줌으로써 I/O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56]에서 제안된 공생적 

가상화(symbiotic virtualization) 기법은 게스트 OS와 VMM 

사이의 정보 교환과 upcall을 통해 가상화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를 통해 

VM 내부에서 swap-out되었으나 물리 메모리 상에 남아 있는 

페이지들을 게스트 OS가 식별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값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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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in 동작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접근할 수 있음을 보였다.  

[57]는 게스트 OS에서 수행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질의 워크로드 

특성을 VMM에게 노출시켜 물리적 자원 할당 제어에 활용하고, 

이를 다시 게스트 OS의 응용에게 전달하여 응용의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양방향 교차계층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2.2 최악 수행시간 예측 문제 
 

1980년대 이래로 실시간 프로그램의 최악 수행시간을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 [15, 22]는 

기존의 WCET 분석 기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한다. 

대다수의 WCET 분석 기법은 정적 분석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첫째, 흐름 분석(flow analysis)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수행 경로의 제한 조건이 분석된다. 예를 들어, 

각 루프(loop) 구문의 반복 횟수의 최대 값이 이 단계에서 

구해진다. 둘째, 저수준 분석(low level analysis) 단계에서는 직선 

코드(straight-line code)의 최악의 수행시간이 도출된다. 이는 

저수준 하드웨어 모델과 [58] 캐시 모델에 [59, 60]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계산(calculation) 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서 구해진 수행 흐름의 제한 조건과 직선 코드의 WCET로부터 

주어진 프로그램의 WCET가 계산된다. 계산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법의 대표적인 예에는 암묵적 경로 열거 기법(implicit path 

enumeration technique)이 있다 [61].  IPET는 주어진 

프로그램의 WCET를 계산하는 문제를 잘 알려진 정수 선형 

프로그램(integer linear programming, ILP) 문제로 정형화하여 

계산한다. ILP 문제는 NP-complete 문제로 알려져 있으나, 

실용적인 많은 프로그램들의 WCET는 많은 경우 선형 

프로그램(linear programming, LP) 문제로 변환되어 다항식 시간 

안에 계산될 수 있다 [61]. 

정적 분석 기법은 프로그램 수행시간이 런타임 상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때 비관적인 값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개변수적 분석 기법들이 제안된 바 있다 

[23, 24, 25, 26, 27, 28, 29, 62, 63, 64, 65]. Bernat과 Burns는 

[24] 많은 경우 루프의 최대 반복 횟수와 서브루틴 호출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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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변수에 종속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여기에 착안하여 

이들은 WCET를 입력 변수의 대수 함수로 정형화시키는 

매개변수적 분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Vivancos 외 3인은 [26] 

매개변수적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동적 스케줄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들은 이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하여 

매개변수적 분석을 동적 전압 스케일링에 활용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 [27, 63]. 

Lisper [25], Altmeyer 외 3인 [28] 그리고 Bygde와 Lisper 

[29]는 추상 해석(abstract interpretation)에 기반한 매개변수적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먼저 추상 해석을 통해 수행 

경로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변수와 제어문을 식별한다. 이어서 입력 

변수와 제어 흐름 간의 의존 관계가 정수 선형 프로그램 (integer 

linear programming) 문제로 정형화된다. WCET는 이 문제의 해를 

런타임에 계산함으로써 구해진다. 

기존의 WCET 분석 중 페트리네트에 기반한 기법이 몇 가지 

존재한다 [66, 67, 68, 69, 70]. Burns 외 2인은 [66]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모델링하는 데 페트리네트를 사용함으로써 인접한 두 

명령어의 겹쳐지는 수행 시간을 포착하여 WCET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논문은 FTL 

프로그램을 모델링함으로써 FTL 동작과 런타임 자원 가용량의 

의존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페트리네트를 사용하였다. Stappert 

[67], Rammig과 Rust [68], Stappert와 Rust [69] 그리고 

Heiner와 Popova-Zeugmann이 [70] 제안한 기법은 주어진 

프로그램을 페트리네트로 모델링하고 오프라인에서 상태 공간을 

빠짐 없이 탐색함으로써 각 트랜지션이 수행될 수 있는 횟수를 

계산한다. 각 트랜지션은 코드 상에서 하나의 함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수행 횟수는 각 함수의 최악 수행 횟수로써 

사용된다. 이 기법들은 이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이들은 정적 분석 기법에 속하며, 둘째, 

값비싼 도달 가능성 분석(reachability analysis)을 요구한다. 본 

저자가 아는 한 기존의 관련연구에서 페트리네트를 매개변수적 

WCET 분석을 위해 이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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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TL 최적화와 실시간성 보장 문제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마모 균등화(wear 

leveling), 배드 블록 (bad block) 관리, 전력 공급 중단 (power 

failure) 복구와 에러 교정 알고리즘 등이 포함된다. 또한 FTL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소 매핑 알고리즘과 쓰레기 수집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Gal과 Toledo는 플래시 메모리를 위해 

제안된 다양한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면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한다 [21]. 

한편 FTL의 실시간성 보장을 위한 매우 제한된 양의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Chang 외 2인은 [71] 실시간 쓰레기 수집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대상 시스템이 주기적 태스크의 

집합으로 구성되고 각 태스크가 수행할 수 있는 쓰기 요청 

횟수에는 미리 정해진 최대값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주기적 

쓰레기 수집 태스크가 각 태스크마다 하나씩 할당되어 이들이 

수행하는 FTL 쓰기 요청이 단 하나의 페이지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완수될 수 있도록 스케줄링된다. 이 기법 역시 쓰레기 수집 

태스크들의 WCET가 정적 분석에 의해 예측된다면 이에 따르는 

비관적 WCET 예측의 문제를 지니게 된다. 

 

2.4 락 소유자 선점 문제 
 

가상화된 환경에서 LHP 문제의 심각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관련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Friebel과 Biemueller의 실험 

결과[72]에 따르면 LHP 발생에 의해 동일한 워크로드의 응답 

시간이 무려 85배나 증가하고 태스크 수행 시간의 99.3%가 단지 

스핀 대기를 하는 데 소모되었다. LHP는 시간 공유 스케줄링 

하에서 선점한 태스크의 시간 슬라이스 만큼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는 선점형 우선순위 스케줄링 

하에서는 더욱 악화되어 태스크의 선점이 지속되는 만큼 무기한 

길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LHP 문제에 관련된 연구의 기원은 네이티브(native) 환경에서 

멀티스레드 구현 방식의 하나인 사용자 레벨 스레드의 구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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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 프로세스에 속하는 

스레드들은 사용자 레벨 스케줄러와 커널 스케줄러에 의해 

계층적으로 스케줄링된다. 즉, 사용자 레벨 스케줄러가 스레드들을 

복수의 가상 프로세서 상에 스케줄링하고, 가상 프로세서들은 다시 

커널 스케줄러에 의해 복수의 물리 프로세서 상에서 수행된다. 

Anderson 외 3인과 [73] Marsh 외 3인은 [74]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P 발생 시 가상 프로세서를 락 소유자에게 이양하는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사용자 레벨 스레드 사이의 

선점에 의한 LHP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단일 레벨 

LHP 발생만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해결책과 

다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서버 환경에서 시스템 가상화 기술의 

급속도로 보급되고 나서 vCPU 사이의 선점에 의한 LHP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수 년 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역시 단일 레벨 LHP만을 가정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두 계층 LHP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단일 레벨 LHP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책은 LHP가 발생하는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것을 제거하는가에 따라 분류된다. LHP 발생 

조건은 (C1) 락 소유자가 선점 당하고, (C2) 락 경쟁자가 동일한 

락을 획득하기 위해 스핀 대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는 

C1을 방지하는 것, C2를 제거하는 것, C1의 C2 동시 발생을 

방지하는 것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세 부류의 접근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각각 선점 비활성화(preemption disabling), 경쟁자 

블록킹(contender blocking) 그리고 동시 스케줄링(co-

scheduling)이며, 이하 각 하부 절에서 이들에 대해 기술한다. 

 

2.4.1 선점 비활성화 
 
선점 비활성화는 락 소유자가 자신의 vCPU가 선점 당하지 

않도록 VMM에게 요청함으로써 조건 C1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해결책이다. vCPU 선점을 제어하는 방법은 게스트 OS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반가상화 환경에서는 게스트 

OS의 스핀 락 구현부가 VMM에게 직접 선점 제어를 요청한다. 

이는 다시 하이퍼콜을 통한 방법과 VMM과 게스트 OS간의 공유 

메모리에 플래그 설정을 통한 방법으로 나뉜다. 대다수의 멀티코어 

OS에서 스핀 락 획득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고려하면 공유 메모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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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방법이 성능 상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5, 76]. 

한편 전가상화 환경에서는 VMM이 게스트 OS로부터 알 수 

있는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유추를 통해 선점 결정을 내린다. Uhlig 

외 3인은 [76] 스핀 락이 커널 모드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vCPU가 커널 모드에서 수행될 때에만 선점을 

비활성화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선점 비활성화 기반 해결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은 

임의의 vCPU의 선점이 비활성화된 시간만큼 VMM의 런큐에서 

대기 중인 다른 vCPU의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의 지연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악의적인 게스트 OS가 이 기법을 

악용하여 pCPU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점 비활성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스핀 락이 중첩되어 

사용되면 (nested spin lock) 게스트 OS가 스핀 락을 획득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져 효과적인 선점 비활성화 시간의 상한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4.2 경쟁자 블록킹 
 
경쟁자 블록킹은 게스트 OS가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을 

초과하면 하이퍼콜을 통해 해당 vCPU를 블록 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기법이다. 그 결과 조건 C2를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핀을 방지할 수 있다. 스핀 대기 시간의 모니터링은 순수 

소프트웨어 기법과 하드웨어 지원에 의한 기법 두 가지가 있다. 

순수 소프트웨어 기법은 [72, 75] 스핀 락 알고리즘이 카운터 

변수를 스핀 루프를 반복할 때마다 증가시키는 방법에 기반한다. 

이들은 게스트 OS의 기존 스핀 락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상화 환경에서 널리 사용된다. 한편 하드웨어 지원에 

의한 기법은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 상태 변화가 없거나 [77], 

고유한 load/store 명령어가 일정 개수 이하일 때 [78], 또는 스핀 

루프 내에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특정 명령어(x86 

아키텍처의 PAUSE)의 연속적인 사용 빈도가 높을 때 [79] 게스트 

OS가 스핀 루프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 방법은 

전가상화 환경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들 해결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은 락 경쟁자가 

블록킹됨으로써 가용해진 pCPU를 반드시 락 소유자가 사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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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스핀 락 알고리즘에서 주어진 

락 변수만 가지고는 소유자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스핀 락 변수에 

소유자의 ID를 원자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극복한다.  

 

2.4.3 동시 스케줄링 
 
동시 스케줄링은 VMM이 하나의 VM에 속하는 vCPU들을 

pCPU 상에 모두 함께 동시에 스케줄링하고 디스케줄링하는 

기법이다. 그 결과 락 소유자가 선점될 때 (C1 발생) 경쟁자들도 

모두 함께 선점되어 C2가 방지되고, 경쟁자가 pCPU 상에서 수행 

중일 때에 (C2 발생) 소유자도 함께 수행되므로 C1이 방지된다. 

엄격한 동시 스케줄링은 pCPU 자원의 파편화 문제를 일으켜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vCPU들의 스케줄링과 디스케줄링 

시점에 약간의 차이를 허용하는 완화된 동시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80, 81, 82, 83]. 

동시 스케줄링 기반 해결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은 

우선순위 역전을 초래하여 응답성이 중요한 워크로드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84].  이는 같은 VM에 속하는 vCPU를 수행하는 

태스크의 속성에 상관없이 모두 같이 스케줄링해야 하는 동시 

스케줄링 기법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이는 응답성이 중요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화 환경에서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2.5 배경 지식 
 

이 절에서는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서 NAND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변환 계층, 시스템 가상화 그리고 스핀 락 

기반 동기화에 대해서 차례로 개관한다. 

 

2.5.1 NAND 플래시 메모리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쓰고 지울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일종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플래시는 오직 NAND 플래시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한다. 플래시 장치는 블록(block)과 페이지(page)로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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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블록은 통상적으로 64에서 128개 사이의 페이지로 

구성된다. 하나의 페이지는 다시 데이터와 여유 공간으로 나뉜다. 

데이터 공간의 크기는 통상 2KB에서 8KB 사이이며, 여유 

공간에는 주소 매핑이나 에러 교정 부호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가 

저장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소프트웨어에게 읽기, 프로그램 (또는 쓰기), 

그리고 지우기의 세 가지 동작을 제공한다. 읽기와 프로그램 동작의 

단위는 페이지인 반면 지우기 동작의 단위는 블록이다. 읽기, 

프로그램 그리고 지우기 동작의 통상적인 수행 시간은 각각 20 , 

200  그리고 2000 이다. 이들 동작은 선점이 불가하며 CPU가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플래시 메모리의 상태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크다 [71]. 

플래시 메모리는 다소 다루기 까다로운 두 가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동작은 반드시 미리 지워진 페이지에 

대해서만 수행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쓰기 전 지우기(erase-before-write)라고 한다. 둘째, 플래시 

메모리는 반복된 쓰기 동작에 대해 내구성이 약하다. 임의의 데이터 

영역에 프로그램과 지우기 동작이 수행된 횟수가 임계 값을 

넘어가면 데이터 셀에 영구적인 결함이 생길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멀티 레벨 셀(multi-level cell, 

MLC)과 단일 레벨 셀(single-level cell, SLC)의 통상적인 임계 

값은 각각 3,000회와 100,000이다. 이 값들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공정이 미세해지고 셀 당 데이터 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작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 상에서 바로 수행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파일 시스템과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 사이에 FTL을 삽입하여 

수행시키는 것이다. 비교적 안정되고 오랜 기간 검증된 기존 파일 

시스템을 변경 없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경에서 후자의 

접근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2.5.2 플래시 변환 계층 (FTL) 
 

FTL은 파일 시스템과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 사이에 위치하는 



 

 28

소프트웨어 계층이다. FTL은 플래시 메모리의 기술적인 세부 

특성들을 숨기고 전통적인 블록 장치 인터페이스를 파일 

시스템에게 제공한다. FTL은 인터페이스 변환과 주소 매핑을 통해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명령 받은 섹터 읽기나 쓰기 요청을 플래시 

읽기, 프로그램 그리고 지우기 동작들의 시퀀스로 변환하여 

수행한다. 대다수의 FTL들은 성능 극대화를 위해 플래시 메모리 

내의 일부 블록을 쓰기 버퍼로 사용하고 이를 로그 블록이라고 

부른다. FTL에 쓰기 요청이 도착하면, 이 데이터는 임시로 로그 

블록에 씌어지고 나중에 쓰레기 수집을 통해 원본 데이터 블록과 

합쳐진다. 파일 시스템은 로그 블록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논리 주소 

공간 상에 읽기나 쓰기를 요청하고, FTL은 이를 로그 블록을 

이용해 서비스하기 위해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한다. 

효율적인 주소 매핑을 위해 여러 가지 로그 블록 기반 FTL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다. 여기에는 블록 연관 섹터 변환 (block 

associative sector translation, BAST) [85], 완전 연관 섹터 변환 

(fully associative sector translation, FAST) [44], 슈퍼블록 기반 

FTL [43], 재구성 가능한 FTL [42], 그리고 Janus FTL이 [86] 

포함된다. BAST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 하나의 

로그 블록이 단 하나의 데이터 블록에 연관된다. 그림 7은 플래시 

블록이 네 개의 페이지로 구성될 때 BAST에서 주소 매핑의 예를 

보인다. 최초에 그림 7(a)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논리적 페이지 

 

그림 7. BAST FTL에서 주소 매핑의 예. (a) 최초에 논리적 페이지 
L0~L3이 순차적으로 물리 블록 0에 저장된 상태. (b) L1과 L2에 대한 쓰기 

요청이 로그 블록 (물리 블록 1) 상에 수행된 후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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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L3가 물리적 페이지 P0~P3에 순차적으로 매핑되어 있다. 

L1과 L2에 대해 쓰기 요청이 들어오면 FTL은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물리 블록 1을 로그 블록으로 할당하고 이를 논리적 블록 0과 

연관시킨다. FTL은 이어서 주어진 데이터를 로그 블록에 쓴 후 

원본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무효화시킨다. 그 결과 주소 

매핑은 그림 7(b)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변경된다. 

로그 블록이 모두 소진되면 FTL은 쓰레기 수집을 통해 

무효화된 페이지들을 재생시킨다. 그러면 데이터 블록과 로그 

블록의 유효 페이지들이 합쳐져 새로운 빈 블록에 씌어지고 이전의 

데이터 블록과 로그 블록들은 지워진다. 쓰레기 수집은 수백 밀리 

초 정도의 긴 시간이 소모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FTL 쓰기 요청의 

수행 시간은 로그 블록과 같은 런타임 플래시 자원의 가용량에 

크게 좌우된다. 

 

2.5.3 시스템 가상화 
 

VMM은 CPU, 메모리, I/O 장치 등 다양한 물리적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화하여 VM에게 제공한다. VM 상에서 수행되는 게스트 

OS는 가상의 하드웨어에 독점적 접근권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제공 

받는다. VMM은 그림 8와 같이 계층 구조상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반 OS의 도움 없이 물리적 하드웨어 바로 

위에서 수행되는 VMM은 네이티브 (native) VMM이라고 불리며, 

반대로 호스트 OS를 거쳐야만 물리적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VMM은 호스티드 (hosted) VMM이라고 불린다. 한편 하이브리드 

(hybrid) VMM은 앞선 두 가지 타입의 중간 형태로, 물리 

하드웨어에 선택적으로 직접 접근함으로써 성능 오버헤드를 피함과 

동시에 기존 호스트 OS가 제공하는 풍부한 장치 드라이버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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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상화 기법은 기존 게스트 OS의 변경 여부에 따라 

전가상화(full virtualization)과 반가상화(para-virtualization)으로 

나뉜다. 전가상화는 게스트 OS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시키는 

것이며, 반가상화는 게스트 OS의 일부를 가상화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수행시키는 것이다. 전가상화에서는 게스트 OS가 

시도하는 하드웨어 접근을 VM이 CPU 명령어 레벨에서 일일이 

가상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화에 의한 성능 오버헤드가 비교적 

크다. 반면 반가상화에서는 VMM이 하이퍼콜 (hypercall) 

인터페이스를 게스트 OS에게 제공함으로써 장치 드라이버의 I/O 

요청 레벨에서 가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능 오버헤드가 

비교적 작다. 

VMM은 하나 이상의 pCPU를 가상화하여 하나 이상의 

vCPU를 VM에게 제공한다. 게스트 OS의 입장에서 vCPU는 평범한 

CPU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싱 유닛으로 취급되는 반면, VMM의 

입장에서 vCPU는 평범한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스케줄링 가능한 

유닛으로 취급된다. 이 같은 환경을 기반으로 게스트 OS와 VMM 

두 레벨에서 계층적 스케줄링이 일어난다. 즉, 게스트 OS가 

태스크를 vCPU 상에 스케줄링하고, 이어서 VMM이 vCPU를 

pCPU 상에 스케줄링한다. 통상적으로 게스트 OS와 VMM은 

서로를 블랙 박스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내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스케줄링 결정을 내린다. 게스트 OS 입장에서는 vCPU가 VMM에 

의해 pCPU 상에 스케줄링 되었을 때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태스크를 스케줄링 한다. 반면, VMM의 입장에서는 게스트 

OS 내부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 사이의 자원 의존 관계를 모른 채 

vCPU를 스케줄링 한다. 

 

 

그림 8. 계층 구조상 위치에 따른 VMM의 분류. (a) 네이티브 VMM, (b) 
호스티드 VMM, (c) 하이브리드 V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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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스핀 락 기반 동기화 
 

이 절에서는 먼저 스핀 락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적 명령어(atomic instruction)에 대해 개관하고 그 예로 

test-and-set(TAS)와 compare-and-swap(CAS) 두 가지 

명령어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스핀 락 알고리즘에 대해 개관한 

후 대표적인 스핀 락 알고리즘인 TAS 기반 스핀 락에 대해 

설명한다. 

스핀 락의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반 CPU가 원자적 

명령어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자적 명령어란 둘 이상의 

메모리 접근 동작을 다른 태스크가 수행하는 명령어에 간섭 받지 

않고 처리하는 명령어를 가리킨다. 다른 태스크들은 원자적 

명령어가 수행되기 전, 또는 후의 상태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절대로 중간 상태를 볼 수 있다. 원자적 명령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될 수 없고 기반 CPU의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가 지원해야만 한다. 스핀 락 알고리즘의 

구현에는 락 변수 값을 읽고 변경하는 동작을 원자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자적 명령어가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원자적 

명령어에는 test-and-set(TAS)과 compare-and-swap(CA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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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명령어의 pseudo 코드는 그림 9(a)에 나타난 것과 같다. 

TAS는 변수 var를 인자로 받아 1을 쓰고 이전 값을 반환하는 두 

가지 동작을 원자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CAS 명령어의 pseudo 

코드는 그림 9(b)에 나타난 것과 같다. CAS는 3-tuple (var, old, 

new)을 인자로 취한다. 만약 var의 값이 old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new를 var에 기록한다. 그리고 CAS는 old와 new의 값에 상관 

없이 항상 var의 이전 값을 반환한다. 만약 CAS의 반환 값과 

old가 일치하면 CAS 명령이 성공했다고 말한다. 반대로 반환 값과 

old가 다르면 CAS 명령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CAS의 반환 값은 

아키텍처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를 나타내는 불린 타입인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스핀 락이란 태스크가 락을 획득하기 위해 해당 락이 

 

그림 9 (a) test-and-set (TAS), (b) compare-and-swap (CAS) 
명령어와 (c) TAS 기반 스핀 락 알고리즘의 pseudo 코드. 

test-and-set
var: variable
begin
1 temp  var;
2 var  1;
3 return temp;
end

compare-and-swap
var: variable
old: expected old value
new: new value
begin
1 tmp  var
1 if var = old
2 var  new;
3 return tmp;
end

(a) (b)

(c)

acquire
lock: Boolean variable
begin
1 while (test-and-set(lock) = 0)
2 nop;
end

release
lock: Boolean variable
begin
1 lock  0;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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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해질 때까지 스핀 대기(spin-wait)하는 락(lock)의 일종이다. 

이는 전통적인 세마포어와 같이 락이 가용해질 때까지 태스크가 

sleep 상태에 빠지는 블록 기반 락과 대비된다. 스핀 락은 블록 

기반 락과 달리 태스크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핀 대기 중인 태스크는 해당 CPU에서 다른 

태스크가 유용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스핀 대기 

시간이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임계 구역의 길이가 

태스크 블록과 재스케줄링에 필요한 두 번의 컨텍스트 변환 

시간보다 짧을 때 블록 기반 락보다 스핀 락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의 스핀 락 알고리즘은 복수의 락 경쟁자 사이에 락 획득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알고리즘들과 정해진 알고리즘들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test-and-set (TAS) 기반 스핀 

락으로서 경쟁이 없을 때 단 한 번의 TAS 동작에 의해 락이 

획득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적은 반면 경쟁이 심한 경우 극히 

낮은 확률로 태스크가 락을 획득하지 못하는 기아 (starvation)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한편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John Mellor 

Crummey와 Michael Scotty에 의해 개발된 MCS 락으로서 

경쟁자들을 큐(queue)에 넣어 FIFO 순서에 따라 락을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임의의 락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그 락을 사용하는 

태스크의 개수에 선형적으로 바운드되도록 지원하여 기아 상태를 

피할 수 있으나, 큐를 관리하는 오버헤드로 인해 경쟁이 적을 때 

TAS 기반 락에 비해 성능 상 불리하다.  

TAS 기반 스핀 락은 중 경쟁이 적을 때 오버헤드가 적다는 

장점을 지녀 작은 규모의 시스템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TAS 기반 

스핀 락 알고리즘의 구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락 변수는 1 비트의 

크기를 가지며, 0과 1은 락이 해제된 상태와 누군가에게 소유된 

상태를 각각 나타낸다. 한편 락 동작에는 acquire()와 release 두 

가지가 있고, 이들의 의사 코드는 그림 9(c)에 나타난 것과 같다. 

acquire() 동작은 락 변수에 대해 TAS 명령을 수행하고, 이전 

값을 확인하는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만약 이전 값이 0이었다면 

락이 해제된 상태에서 자신에 의해 소유된 상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루프를 빠져 나와 종료된다. 반대로 이전 값이 

1이었다면 락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미 소유된 상태였으므로 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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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 한다. release() 동작은 단순히 락 변수에 0을 쓰는 

것으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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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
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 

 

FTL의 WCET 예측은 NAND 플래시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응용의 실시간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림 10는 대상 시스템의 계층 구조 상에서 FTL의 위치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기존 파일 시스템과 FTL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FTL 요청이고, 이 장의 목적은 FTL 요청의 WCET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기존의 WCET 분석 기법에는 정적 분석과 매개변수적 분석이 

있다. FTL 요청의 수행시간은 플래시 메모리의 런타임 자원 

가용량에 큰 편차를 가지기 때문에 정적 분석은 비관적인 값을 

예측할 뿐이다. 한편 기존의 매개변수적 분석은 프로그램 언어의 

구성요소로부터 WCET 함수를 정형화할 뿐, 자원 가용량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WCET를 자원 가용량의 함수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런타임에 자원 가용량 하에서 주어진 FTL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FTL 동작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동작의 수행시간만을 WCET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적 

분석에 비해 훨씬 정확한 WCET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3.1절에서는 대상 시스템을 

 
그림 10. 대상 시스템의 계층 구조와 제안된 기법이 예측하고자 하는 

FTL 요청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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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제안된 FTL 아키텍처를 개관한다. 이어서 3.2절에서는 

FTL 모델링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용적인 FTL 알고리즘에서 

널리 사용되는 핵심 기능들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3.3절에서는 

FTL 모델링과 코드 합성 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느 실험적 평가를 통해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적정 

분석에 비해 훨씬 정확한 WCET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인다. 

 

3.1 대상 시스템과 해결책 개관 
 

이 절에서는 대상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모델링하고 각 계층의 

수행 단위를 정의한다. 그리고 대상 시스템에 기반하여 제안된 

해결책의 개관을 제시한다. 

 

3.1.1 대상 시스템 아키텍처 
 

이 절에서는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모델링한다. 

대상 시스템은 네 개의 소프트웨어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밑에서부터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 FTL,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응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 계층이 바로 밑 계층이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만 종속적이며 상위 계층에 대한 종속성이 

없도록 엄격하게 계층 구조화되어 있다. 그림 11는 이러한 대상 

시스템과 계층 간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대상 시스템의 응용들은 sysRead나 sysWrite와 같은 시스템 

콜을 호출함으로써 파일 시스템에게 읽기와 쓰기 요청을 명령한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은 이들 시스템 콜을 서비스하기 위해 FTL에게 

블록 I/O 요청들을 명령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블록 I/O 

요청을 FTL 요청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FTL 요청들은 

‘읽기(read)’와 ‘쓰기(write)’이다. 이들은 각각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블록에 읽기와 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다른 한 가지 타입의 

FTL 요청은 ‘캐시 방출(cache flush)’이다. 이 요청은 FTL에 

캐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두 플래시 메모리로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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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L 요청을 서비스하는 동안 FTL은 일련의 FTL 동작들을 

수행한다. FTL 동작이란 FTL의 수행 단위로서, 내부적인 플래시 

자원 상태의 일관성을 보존하기 위해 한번 시작되면 선점되지 않고 

완료될 때까지 수행된다. 어느 한 태스크가 FTL 요청을 수행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태스크는 새로운 FTL 요청을 시작하지 않는 한 

연이은 두 개의 FTL 동작 사이에 스케줄링될 수 있다. 대표적인 

FTL 동작에는 ‘페이지 읽기(read a page)’, ‘페이지 쓰기(write a 

page)’, ‘쓰레기 수집(garbage collection)’ 그리고 ‘마모 

균등화(wear leveling)’이 있다. 여기에 주어진 FTL 알고리즘에 

따라 더 많은 FTL 동작들이 추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TL 동작은 기반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플래시 동작을 호출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한다. 

플래시 동작에는 ‘읽기(read)’, ‘프로그램(problem)’ 그리고 

‘지우기(erase)’의 세 가지가 있다. 

 

3.1.2 해결책 개관 
 

이 논문에서는 주어진 FTL 요청을 서비스하는 FTL 동작 

시퀀스를 예측할 수 있는 매개변수적 분석을 위한 FTL 아키텍처를 

 

그림 11. 대상 시스템의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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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FTL 개발자들이 FTL 동작과 플래시 자원 

가용량 사이의 의존성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 논문은 모델링 언어로써 

페트리네트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페트리네트가 FTL의 자원 

생성과 소모 관계를 기술하기에 충분히 풍부한 표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87]. 

그림 12은 제안된 아키텍처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보인다.   

이는 (1) 각 FTL 요청의 페트리네트 모델, (2) FTL 프로그램과 

(3) FTL 동작 시퀀서로 이루어진다. 페트리네트 모델은 FTL 

동작과 자원 간의 의존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자원은 FTL 

동작이 수행되기 위해 소모해야 하는 논리적 요소들이다. 다수의 

FTL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원 타입은 ‘로그 페이지(log 

pages)’, ‘로그 블록(log block)’, 그리고 ‘자유 블록(free block)’ 

등이다. 특정 FTL 알고리즘에 따라 여기에 추가적인 자원 타입이 

더해질 수 있다. 자원은 FTL 동작이 수행됨에 따라 생성되거나 

소모된다. FTL 동작이 수행되기에 필요한 자원이 없으면 다른 FTL 

동작들이 이를 생성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페이지 쓰기’ 

FTL 동작은 ‘로그 페이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만약 가용한 로그 

페이지가 없으면 ‘페이지 쓰기’는 ‘쓰레기 수집’이 로그 페이지를 

최소한 한 개 이상 생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같은 FTL 

 

그림 12. 제안된 FTL 아키텍처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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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과 자원 생성 및 소모 관계가 페트리네트 모델 상에 명시된다.  

제안된 FTL 모델링은 FTL 동작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의 

런타임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페트리네트에 두 가지 

제한조건을 가한다. 3.3절에서 설명할 바와 같이, 이들 제한조건은 

제안된 알고리즘이 상태 공간 탐색 대신 단순한 그래프 

탐색만으로도 주어진 FTL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한 FTL 동작 

시퀀스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 

FTL 동작 시퀀서는 주어진 FTL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한 FTL 

동작 시퀀스를 도출하고 이 요청의 WCET를 계산한다. FTL 동작 

시퀀서의 런타임 동작은 그림 13에 나타난 것과 같다. 시퀀서는 

런타임 자원 가용량을 추적하고 이를 페트리네트 모델들 내에 

유지한다. FTL에 FTL 요청이 도착하면 시퀀서는 페트리네트에 

깊이 우선 탐색(depth-first search)를 수행한다. 이를 수행하면서 

시퀀서는 필요한 자원들을 수집하고 이들 자원을 생성하는 FTL 

동작들을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방문된 FTL 동작들을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요청을 서비스할 수 있다. 시퀀서는 각 동작이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선제적으로 생성되어 있도록 이들 

동작을 배열하여 시퀀스로 구성한다. 각 FTL 동작들은 간섭 없이 

연이어서 수행되므로 주어진 FTL 요청의 WCET는 단순히 이 

시퀀스 내의 개별 FTL 동작들의 WCET를 합산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각 FTL 동작의 WCET는 정적 분석기에 의해 미리 계산된다.  

 

그림 13. FTL 동작 시퀀서의 런타임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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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L 개발 프로세스의 전체 과정은 그림 14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때 타원과 사각형은 각각 산출물과 활동을 나타낸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크게 (1) FTL 모델링과 (2) FTL 코드 합성의 

두 단계로 나뉜다. FTL 모델링 단계에서는 개발자들이 각각의 FTL 

요청에 대한 페트리네트 모델을 작성한다. 이들은 먼저 주어진 FTL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기능 요소들로부터 비선점 수행 단위를 

추출함으로써 FTL 동작들을 식별한다. 개발자들은 이어서 FTL 

동작들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조사하여 자원 타입들을 

식별한다. 식별된 FTL 동작과 자원 타입들은 이들 간의 생성 및 

소모 관계와 함께 페트리네트 상에 각각 트랜지션과 플레이스로 

매핑된다. 

FTL 코드 합성 단계에서는 개발자들이 페트리네트 모델의 

FTL 동작들을 구현한다. 구현된 FTL 동작들의 집합이 FTL 

프로그램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페트리네트 도구들이 코드 

자동 생성과 검증에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FTL 동작 시퀀서와 FTL 프로그램 그리고 

페트리네트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이 생성된다.  

 

 

그림 14. 제안된 FTL 개발 프로세스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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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TL 알고리즘의 핵심 기능들 
 

이 절에서는 FTL 모델링 단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다수의 

FTL 알고리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은 주소 매핑, 쓰레기 수집 그리고 마모 균등화이다. 

 

3.2.1 주소 매핑 
 

파일 시스템은 FTL이 제공하는 연속되고 재기록 가능한 

블록들의 환상을 가지고 수행된다. 이를 위해 FTL은 주소 매핑을 

통해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주어지는 섹터 번호를 (물리 블록 번호, 

페이지 번호)의 투플로 변환한다. FTL은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 

블록들을 역할에 따라 데이터 블록, 로그 블록, 메타블록, 자유 

블록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로그 블록은 데이터 블록의 쓰기 버퍼 

역할을 수행하고 메타블록은 매핑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FTL이 사용하는 주소 매핑 알고리즘은 N과 M 두 개의 

파라미터로 특징지어진다. FTL은 N개의 논리적 블록들로 

이루어지는 그룹을 N개의 데이터 블록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매핑하고 이들을 다시 M개의 로그 블록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매핑한다. BAST는 [85] N과 M이 모두 1인 경우로, 각 로그 

블록이 오직 하나의 논리적 블록과 연관된다. 한편 FAST는 [44] 

N이 논리적 블록의 총 개수와 같다. 이러한 경우 로그 블록은 

어떠한 논리적 블록과도 연관될 수 있다. 슈퍼블록 기반 FTL과 

[43] 재구성 가능한 FTL은 [42] 이들 양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 

임의의 논리적 블록에 대해 쓰기 요청이 들어오면 FTL은 

주어진 데이터를 로그 페이지에 기록하고 원본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무효화시킨다. 만약 가용한 로그 페이지가 없으면 새로운 

로그 블록이 자유 블록 풀(pool)로부터 할당되어 해당 로그 블록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 자유 블록 풀마저 비어 있다면 쓰레기 수집 

동작이 불려져 로그 블록과 데이터 블록을 합쳐 자유 블록들을 

재생한다. 

FTL은 세 개의 매핑 테이블을 관리한다. 첫째, 데이터 블록 

매핑 테이블(data block mapping table, DBMT)은 논리적 블록을 

데이터 블록으로 매핑한다. 둘째, 로그 블록 매핑 테이블(lo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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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table, LBMT)은 데이터 블록 그룹을 로그 블록 그룹으로 

매핑한다. 셋째, 로그 페이지 매핑 테이블(log page mapping table, 

LPMT)은 논리적 블록 내의 오프셋을 연관된 물리적 블록의 

페이지로 매핑한다. 그림 15은 FTL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매핑 

테이블의 예를 보인다. 여기서 블록 내의 검게 칠해진 사각형은 

하나의 페이지를 나타낸다. 이 매핑 테이블들은 메타블록 안에 

저장된다. 매핑 테이블이 갱신될 때에는 데이터 블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메타데이터 로그 블록에 쓰기 버퍼링되어 저장된다. 

세 가지 매핑 테이블 중 LPMT가 가장 자주 갱신된다. 그 

이유는 단 한 번의 페이지 프로그램 동작이 일어나더라도 LPMT에 

변경을 가하기 때문이다. LPMT가 갱신될 때마다 플래시 메모리에 

씌어지게 되면 런타임 오버헤드가 클 뿐만 아니라 플래시 마모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LPMT를 위한 지연된 갱신 기법이 

널리 사용된다. FTL은 로그 블록 그룹을 시간 지역성에 따라 

활성화된 상태와 비활성화된 상태 두 가지로 분류한다. 활성화된 

로그 블록 그룹에 대한 LPMT 갱신은 램 상에 캐시되고 나중에 

해당 블록이 비활성화될 때 플래시 메모리로 방출(flush)된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LPMT는 매번 부팅 시마다 램 상에 

재구성된다. 

 

3.2.2 쓰레기 수집 (Garbage Collection) 
 

 

그림 15. FTL의 주소 변환을 위해 사용되는 매핑 테이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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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집은 유효한 페이지들만을 모아 지워진 자유 블록에 

합쳐서 무효화된 페이지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재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쓰레기 수집 알고리즘은 희생자 (victim) 선정 

방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다뤄진 많은 

알고리즘들은 least-recently-used (LRU), least-expected-

cost (LEC)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합된 방식 중 하나를 따르고 

있다. 

쓰레기 수집의 동작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컴팩션(compaction)이고 다른 하나는 머지(merge)다. 컴팩션은 

하나 이상의 로그 블록의 유효한 페이지들이 자유 블록으로 

합쳐짐으로써 최소 하나 이상의 지워진 페이지를 생성하는 

작업이다. 머지는 데이터 블록과 이와 연관된 로그 블록의 유효한 

페이지들이 자유 블록으로 합쳐짐으로써 최소 하나 이상의 자유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이다. 머지 작업은 다시 완전(full), 

부분(partial) 그리고 스위치(switch) 머지로 나뉘어진다. 완전 

머지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모든 로그 블록과 여기에 연관된 

데이터 블록을 재생한다. 그리고 부분 머지는 그룹 내 일부 로그 

블록과 여기에 연관된 데이터 블록만을 재생한다. 스위치 머지는 

데이터 블록의 모든 페이지가 무효화되었을 때에만 사용 가능하며, 

단순히 데이터 블록을 지우고 연관된 로그 블록과 교체하는 것으로 

작업이 완료된다. 

 

3.2.3 마모 균등화 (Wear Leveling) 
 

마모 균등화는 플래시 메모리 내의 모든 블록의 지워진 횟수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배드 블록의 발생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의 안저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마모 균등화를 위해 FTL은 플래시 

블록을 지워진 횟수의 상대적인 많고 적음에 따라 젊은(young) 

블록과 오래된(old) 블록으로 분류한다. 

마모 균등화는 동적 또는 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다. 동적 마모 균등화는 FTL이 로그 블록을 

새로 할당하여 데이터 블록에 연관시킬 때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FTL은 자주 교체되는 (hot) 데이터에 젊은 자유 블록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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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교체되는 (cold) 데이터에 오래된 자유 블록을 할당한다. 정적 

마모 균등화 역시 로그 블록 할당 시에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젊은 데이터 블록과 로그 블록을 위해 선택된 자유 블록의 

지워진 횟수 차이가 임계 값을 초과할 때 일어난다. 그러면 FTL은 

데이터 블록의 내용물을 모두 자유 블록으로 옮기고 데이터 블록을 

자유 블록으로 재활용한다. 이는 데이터 블록이 실행 가능한 코드와 

같이 읽기 전용 데이터를 담고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3.3 FTL 모델링과 코드 합성 
 

이 절에서는 제안된 FTL 아키텍처의 문맥 상에서 페트리네트 

모델을 정의한다. 이어서 FTL 모델과 코드 합성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3.3.1 페트리 네트 모델과 FTL  
 

페트리네트는 ( , , , )PN P T F W 의 4-투플로 정의된다. P 는 

플레이스의 집합이며 각 플레이스는 특정 자원 타입을 나타낸다. 

T 는 트랜지션의 집합이며 각 트랜지션은 하나의 FTL 동작을 

나타낸다. 플레이스와 트랜지션은 아크(arc)의 집합 

( ) ( )F P T T P    으로 연결된다. 각 아크는 :W F  으로 

정의되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은 자연수의 집합이다. 

플레이스 p 의 입력과 출력 트랜지션은 각각 { | ( , ) }p t T t p F   와 

{ | ( , ) }p t T p t F   로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트랜지션 t 의 입력과 

출력 플레이스는 각각 { | ( , ) }t p P p t F   와 { | ( , ) }t p P t p F   로 

정의된다. P 에는 두 개의 특별한 플레이스 ap 와 tp 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FTL 요청의 도착과 종료를 나타낸다. 

각 플레이스는 제한된 개수의 토큰을 가질 수 있다. 토큰은 

플레이스가 나타내는 타입의 가용 리소스를 나타낸다. 페트리네트의 

마킹(marking)은 매핑 :M P 으로 표현되며, 임의의 마킹은 각 

플레이스에 들어 있는 토큰의 개수를 정의한다. 도착 마킹(arrival 

marking) aM 는 ( ) 1a aM p  과 ( ) 0a tM p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마킹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종료 마킹(terminal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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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는 ( ) 0t aM p  와 ( ) 1t tM p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마킹을 

가리킨다. aM 와 tM 는 각각 FTL 요청의 시작과 종료 시점의 

마킹을 나타낸다. 

이어서 페트리네트의 실행 규칙을 설명한다. 마킹 M 이 

주어졌을 때 트랜지션 t 는 , ( ) (( , ))p t M p W p t   을 만족할 때 

활성화되었다고 말한다. 활성화된 트랜지션은 실행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반드시 곧바로 실행될 필요는 없다. FTL의 

문맥에서 활성화된 트랜지션은 다른 FTL 동작이 자원을 

생성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수행될 수 있는 FTL 동작에 

해당된다. 활성화된 트랜지션이 수행되면 그 입력 플레이스에서 

토큰이 소모되고, 출력 트랜지션에 토큰이 생성된다. 그 결과 

페트리네트의 마킹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트랜지션 t가 수행되면, 

- p t 인 각 p 에 대해, ( )M p 가 (( , ))W p t 만큼 감소되고, 

- q t 인 각 q 에 대해, ( )M q 가 (( , ))W t q 만큼 증가된다. 

 
t

i jM M 는 트랜지션 t 의 수행에 의해 마킹 iM 이 jM 로 

변화한 것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0
L

nM M 는 트랜지션 

시퀀스 1 2( , , , )nL t t t  에 의한 마킹 변화 1 2
0 1

tt t n
nM M M   를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L

a tM M 을 만족하는 마킹 L 을 가리켜 

feasible 시퀀스라고 부른다. 또한 주어진 도착 마킹에서 하나 

이상의 feasible 시퀀스가 존재하면 이 페트리네트는 feasible 

하다고 말한다. 

페트리네트는 그림 1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도식화된다. 

플레이스와 트랜지션은 각각 원과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아크는 가중치와 함께 화살표로 표시된다. 가중치는 그 값이 1인 

경우 종종 생략된다. 마지막으로, 토큰은 플레이스 내부에 검은 

색으로 칠해진 원으로 표시된다. 그림 16(b)는 페트리네트의 

예제를 나타내며 트랜지션 1t 이 활성화된 상태이다. 1t 이 수행되면 

페트리네트의 마킹은 그림 16(c)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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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FTL 모델링 
 

주어진 FTL 알고리즘에 대하여 개발자들은 FTL 동작과 

자원을 식별하고 이들을 각각 트랜지션과 플레이스로 매핑함으로써 

페트리네트를 작성한다. FTL 동작들은 3.2절에서 설명된 FTL의 

기능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다.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이 FTL 

동작은 특정 타입의 자원을 생성하거나 소모하는 FTL의 비선점 

수행 단위이다. FTL 동작은 이 정의에 부합하기만 하면 올바르게 

(correct) 식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지 쓰기’, 

‘새로운 로그 블록 할당’ 그리고 ‘로그 블록 그룹 활성화’는 주소 

매핑 기능을 위해 식별되는 FTL 동작들이다. ‘쓰레기 수집’과 ‘마모 

균등화’ 역시 대다수의 FTL 알고리즘에서 흔히 식별될 수 있는 

FTL 동작들이다. 

FTL 동작의 식별 과정에서 개발자들은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FTL 동작이 생성하고 소모하는 자원 

타입을 결정한다. 자원 타입은 페트리네트의 플레이스로 매핑된다. 

제안된 기법에서 플레이스는 (1)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적 객체, (2) 

FTL 동작의 수행 허가 그리고 (3) FTL 요청의 도착과 종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물리적 객체 

블록이나 페이지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 내의 물리적 객체의 

가용량이 FTL 동작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리적 객체의 예로서 데이터 블록, 로그 블록 그리고 자유 

블록 등이 있다. FTL 동작은 한 종류의 자원을 소모하여 다른 

 

그림 16. 페트리네트의 도식화된 표현 방법. (a) 기본 심볼들, (b) 트랜지션 
t1이 활성화된 예제 페트리네트, (c) t1이 수행된 이후의 동일한 페트리네트. 

Place

Transition

k
Weighted arc

Token

(a)

2p1

p2

p3

t1

(b)

2p1

p2

p3

t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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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자원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수집 동작은 

로그 블록 하나를 소모하여 하나 이상의 자유 블록을 생성한다. 

이러한 경우 FTL 개발자는 로그 블록과 자유 블록 두 가지 

타입에 해당하는 플레이스를 페트리네트 상에 정의한다. 

 

 수행 허가 

어떤 FTL 동작들은 수행하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연된 LPMT 갱신 기법이 사용되었을 때 페이지 

쓰기 동작은 대상 로그 블록 그룹이 활성화된 상태에 있을 

때에만 수행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페트리네트에 로그 블록 

그룹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는 플레이스를 페이지 쓰기 동작의 

사전 조건으로 정의한다. 이 플레이스는 최대 한 개의 토큰을 

가질 수 있으며 토큰이 있는 경우 로그 블록 그룹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낸다. 

 

 FTL 요청의 도착과 종료 

FTL 요청의 도착과 종료를 나타내는 두 개의 플레이스가 

페트리네트에 정의된다. 이들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다음 절에서 

설명될 것과 같이 FTL 동작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FTL 요청이 도착하면 도착 

플레이스에 토큰이 한 개 생성된다. 그리고 FTL 요청이 

완료되면 종료 플레이스에 토큰이 한 개 생성된다. 

 

제안된 기법에서 FTL 동작 시퀀서는 주어진 FTL 요청을 

서비스하는 FTL 동작의 시퀀스를 런타임에 계산한다. 이는 

일반적인 페트리네트에서 PSPACE-hard 계산 복잡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도달 가능성 (reachability) 분석을 필요로 한다 

[88]. 기존의 많은 연구는 이러한 높은 복잡도를 극복하기 위해 

페트리네트에 다소 제한조건을 가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 같은 

방식의 예로서 well-formed 페트리네트 [89], S3PR [90], 자원 

제어 네트 [91], 워크플로우 네트 [92] 등이 있다. 이들 

페트리네트는 일반적인 페트리네트보다 다소 부족한 표현력을 

가지나, 도달 가능성 분석의 계산 복잡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역시 FTL 요청을 모델링하는 페트리네트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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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두 개의 제한조건을 가한다. 

 

(R1) 각 플레이스의 입력 트랜지션 개수는 최대 한 개이다. 

(R2) 각 트랜지션은 한 번의 FTL 요청 안에서 최대 한 번 

수행될 수 있다. 

 

이들 제한조건은 제안된 런타임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를 

단순화하는데 기여한다. 제한조건 R1이 없는 일반적인 

페트리네트는 둘 이상의 입력 트랜지션을 갖는 플레이스 p 를 가질 

수 있다. 만약 p 가 k 개의 입력 트랜지션을 가진다면 페트리네트의 

상태 공간 속에서 p 에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k 개의 다른 수행 

경로를 찾을 수 있다. 만약 각각 k 개의 입력 트랜지션을 가지는 m

개의 플레이스가 있다면 최단 트랜지션 시퀀스를 찾기 위해 
mk 개의 

경로를 탐색해야 한다. 제안된 기법은 제한조건 R1을 통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지 수의 경로 탐색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제한조건 R2는 feasible 시퀀스에 각 트랜지션이 최대 한 번만 

나타나돍 강제한다. 이는 feasible 시퀀스의 최대 길이를 

페트리네트가 가지는 트랜지션 개수로 제한하며, 따라서 제안된 

FTL 동작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이 한정된 시간 안에 종료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FTL 개발자에 의해 작성된 페트리네트는 위 제한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페트리네트를 위 

제한조건을 지키는 페트리네트로 변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먼저 제한조건 R1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 입력 트랜지션을 가지는 

플레이스를 복제하여 각 플레이스가 단 하나의 입력 트랜지션만을 

갖게 한다. 페트리네트 ( , , , )PN P T F W 이 주어졌을 때, 제한조건 

R1을 위한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다. 

 

 1p  을 만족하는 각 플레이스 p P 에 대해, 

- 널 (null) 트랜지션 pt 를 T 에 추가하고, 

- it p 를 만족하는 각 트랜지션 it 에 대해, (1) 플레이스 ip

를 P 에 추가하고, (2) 아크 ( , )it p 를 ( , )i it p 로 교체하고, 

(3) 가중치 1을 갖는 아크 ( , )i pp t 를 F 에 추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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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pt 를 갖는 아크 ( , )pt p 를 F 에 추가한다. 

 

그림 17(a)는 위 변환의 예를 보인다. 원본 페트리네트의 

플레이스  p 는 1t 과 2t  두 개의 입력 트랜지션을 가지고 있다. 

변환된 페트리네트에서 1t 과 2t 는 서로 다른 플레이스 1p 과 2p 에 

각각 토큰을 생성한다. 이 토큰들은 추후에 널 트랜지션에 의해 

플레이스 p 에 모아진다. 

제한조건 R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페트리네트를 

증가시켜 각 트랜지션이 주어진 FTL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대 

한 번만 수행되도록 한다. 페트리네트 ( , , , )PN P T F W 이 주어졌을 

때, 제한조건 R2를 위한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다. 

 

 널 트랜지션 nt 을 T 에 추가하고 가중치 1을 갖는 아크 

( , )a np t 를 F 에 추가한다. 

 it T 을 만족하는 각 트랜지션 it 에 대해, 한정자 (limiter) 

플레이스 il 을 P 에 추가하고, 가중치 1을 갖는 아크 ( , )i il t

과 ( , )n it l 를 F 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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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는 특수한 종류의 플레이스로, 이와 연결된 트랜지션의 

수행 횟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한정자는 한 번의 FTL 요청을 

수행하는 동안 최대 한 개의 토큰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토큰은 

도착 플레이스에 토큰이 생성되었을 때 함께 생성된다. 그림 17(b) 

에서 원본 페트리네트는 두 번 수행될 수 있는 트랜지션 1t 을 

가지고 있다. 변환된 페트리네트에서 1t 은 한정자에 토큰이 있을 

때에만 수행될 수 있다. FTL 요청이 서비스된 이후에는 한정자에 

소모되지 않고 남아 있는 토큰들은 모두 제거되어 다음 번 FTL 

요청의 처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작업은 FTL 동작 

시퀀서에 의해 수행된다. 

변환된 페트리네트는 원본에 비해 미세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변환된 페트리네트는 현재 서비스 중인 FTL 요청에 

당장 필요하지 않는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다행히 이러한 

토큰들은 다음 번 FTL 요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7(a)의 변환된 페트리네트에서 3t 는 단지 한 개의 토큰만 

 

그림 17. (a) 제한조건 R1과 (b) R2를 위한 페트리네트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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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만 1t , 2t  그리고 pt 가 수행되면 두 개의 토큰이 p 에 

생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은 토큰은 p 에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번에 수행되는 FTL 요청에서는 1t , 2t  

그리고 pt 를 다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변환된 페트리네트는 원본보다 다소 크기가 커진다. 둘 

이상의 입력 트랜지션을 갖는 플레이스의 집합을 mP P 라고 할 

때, 제한조건 R1을 위한 변환을 통해 (| |)mO P  플레이스, (| |)mO P

트랜지션 그리고 (| |)mO P  개의 아크가 페트리네트에 추가된다. 

그리고 제한조건 R2를 위한 변환을 통해 (| |)O T  플레이스, 한 개의 

트랜지션 그리고 (| |)O T  개의 아크가 페트리네트에 추가된다. 

실용적인 FTL 모델링에서 | |mP 와 | |T 는 작은 정수이기 때문에 

증가된 페트리네트 크기에 의한 오버헤드는 미미하다. 

두 변환 작업의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다. R1을 위한 

변환에서는 상수 개의 작업이 각 플레이스의 입력 트랜지션에 대해 

수행된다. 실용적인 FTL 모델링에서 플레이스가 가지는 입력 

트랜지션의 개수가 작은 상수로 바운드됨을 고려하면, R1을 위한 

변환은 (| |)O P  시간에 수행될 수 있다. 한편 R2를 위한 변환은 각 

트랜지션에 대해 상수 개의 작업이 수행하므로 (| |)O T  시간에 

수행된다. 이들 변환 작업은 오프라인에서 수행되므로 어떠한 

런타임 오버헤드도 초래하지 않는다. 

FTL 요청의 페트리네트를 작성한 후에, FTL 개발자는 모든 

도착 마킹에 대해 feasible 시퀀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liveness 분석을 [87] 통해 검증될 수 있다. 

Liveness 분석은 도달 가능성 분석 만큼이나 큰 복잡도를 갖고 

있지만, 잘 알려진 기법들에 의해 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그래프 이론이나 [93] 선형 대수에 [94] 기반한 속성 보존형 

페트리네트 축소 기법들이 포함된다. 또한 플레이스와 트랜지션들 

간의 부분 순서(partial ordering)에 기반한 상태 공간 축소 기법 

[95, 96, 97] 역시 liveness 분석의 복잡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은 기존의 페트리네트 도구들이 지원하는 모델 자동 검증 

기능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98, 99, 100]. 개발자들은 만약 

feasible 시퀀스가 없다고 판명되면 작성된 페트리네트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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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FTL 코드 합성 
 

FTL 개발자들은 작성된 페트리네트를 이용해 FTL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페트리네트 도구나 방법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99, 101]. 이를 통해 페트리네트의 코드 

골격이 자동 생성되고 각 자원은 그 가용성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변수로 매핑된다. FTL 동작들은 개발자들에 의해 수동으로 

구현된다. 

그림 18은 ‘페이지 쓰기 (writePage)’ 동작의 구현 예를 

보인다. 페이지 쓰기 동작과 입출력 자원을 위한 두 개의 소스 

파일이 C++ 언어로 생성된다. 자원들은 FTL.h 파일에 정의된 

Resource 클래스의 정수형 멤버 변수로 정의된다. FTL 클래스의 

writePage() 멤버 함수는 FTL 동작 시퀀서에 의해 직접 호출된다. 

이 함수는 먼저 수행에 필요한 변수들을 내려 받는데, 이들은 

 

그림 18. FTL 합성의 예. writePage FTL 동작이 주어진 페트리네트 
모델로부터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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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블록 번호 pbn, 물리적 페이지 번호 ppn과 입력 데이터 

버퍼 buf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writePage()는 기반 플래시 장치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program()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페이지 

프로그램’ 플래시 동작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FTL 동작의 수행 

결과로 인한 자원 가용량 변화가 갱신된다. 

구현이 완료되면 기존의 정적 WCET 분석기에 의해 각 FTL 

동작의 WCET가 계산된다. 그리고 FTL 동작들의 코드가 FTL 

동작 시퀀서 코드와 함께 링크되어 하나의 실행 가능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다.  

 

3.3.4 FTL 동작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 
 

이 절에서는 FTL 동작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 

알고리즘의 입력은 다음과 같다. 

 

(1) FTL 요청의 페트리네트 PN  

(2) 종료 플레이스 tp P  

(3) 도착 마킹 aM  

 

제안된 알고리즘은 feasible 시퀀스 중 최적의 시퀀스를 찾는다. 

LT 은 임의의 시퀀스 L 에 포함된 트랜지션의 집합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최적의 시퀀스 *L 는 임의의 feasible 시퀀스 L 에 

대해 * LL
T T 을 만족시키는 feasible 시퀀스로 정의된다. 제한조건 

R1에 의해 * LL
T T 가 항상 성립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존 알고리즘들은 도달 가능성 분석에 

기반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페트리네트에서 계산 복잡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런타임에 사용하기 어렵다 [88]. 이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3.3.2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페트리네트 모델에 두 가지 제한조건을 가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상태 공간 탐색 대신 단순한 그래프 탐색을 통해 풀 

수 있다.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는 페트리네트의 

크기에 해당하는 T F 의 선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통상적인 

FTL 알고리즘을 모델링한 페트리네트의 크기는 대략 10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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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안된 선형 시간 알고리즘은 주어진 

목적에 잘 부합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는 그림 19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페트리네트에 깊이 우선 탐색을 실시하면서 

스택 S 에 생성되어야 할 자원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스택의 

탑(top)에서부터 하나씩 자원을 꺼내 이를 생성하는 FTL 동작들을 

리스트 K 에 저장한다. K 는 이 알고리즘의 결과로 출력된다. 

최초에 종료 플레이스 tp 가 S 에 추가된다. 라인 4~15는 

알고리즘의 메인 루프이다. 라인 6에서 알고리즘은 S 의 탑에 있는 

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트랜지션 t 를 선택한다. 만약 현재 마킹 M

에서 t 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라인 9에 의해 t 가 K 의 맨 끝에 

추가되고, 만약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t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원들이 S 에 추가된다. 이 루프는 S 가 비워지면 종료되고 

 

그림 19. FTL 동작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 

algorithm: FTL operation sequence derivation
begin
M: vector of size |P|
K: list  /* sequence of FTL operations */
S: stack /* resources needs to be produced */
1 M  Ma
2 K  Ø
3 S  pt
4  while S ≠ Ø
5 p  POP(S)
6 t  x •p
7      if t is enabled
8 modify M as if t is executed
9 append t at the end of K
10         remove t• from S
11     else
12 PUSH(S,p)
13         for each pre •t
14             if M(pre)<W((pre,t))
15 PUSH(S,pre)
16 return K
end







 

 55

알고리즘은 K 를 결과로 출력한다. 

이 알고리즘이 최적 시퀀스를 계산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표기를 정의한다. 주어진 도착 마킹 aM 에 대해 

트랜지션 t 의 자원 수요(resource demand, RD)는 

( ) { | ( ) (( , ))}aRD t p t M p W p t   로 표시된다.  이는 t 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큰이 생성되어야 하는 플레이스들의 집합에 해당한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feasible 시퀀스 L 의 자원 수요는 

( ) ( ( )) { }t L tRD L RD t p   로 표시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보조 

정리가 성립된다. 

 
Lemma 3.1. 만약 자원 ( )p RD L 가 존재한다면, t p 를 만족하는 

트랜지션 t 는 반드시 L  안에 포함된다. 

 

Proof. L 의 모든 트랜지션을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L  안의 어떤 

트랜지션에 의해 p  안에 토큰이 생성되어야 한다. t 가 바로 

이를 수행하는 트랜지션일 뿐 아니라, 제한조건 R1 에 의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트랜지션이다.  따라서 t 는 반드시 L 에 

포함되어야 한다. □ 

 
Lemma 3.2. 만약 feasible solution 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FTL 

동작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은 이들 중 하나를 계산한다. 

 

Proof. 제안된 기법에서 모델링된 페트리네트는 오프라인 분석을 

통해 feasible solution 을 갖도록 보장되기 때문에 lemma 의 

가정은 항상 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명은 귀납법을 통해 

보여진다. 먼저 K
aM M 이 루프 불변식임을 보인다. 이때, M 과 

K 는 알고리즘에 나타나는 변수들이다. 이어서 루프가 종료될 때 

M 이 종료 마킹이 됨을 보인다. 

 

Initialization: 첫 번째 루프를 수행하기 전에 M 의 값은 aM

이고 K 는 빈 시퀀스이므로 K
aM M 이 성립된다. 

Maintenance: 만약 K
aM M 이 루프 반복(iteration)이 시작될 

때 성립되면 반복이 종료될 때 역시 성립된다. 왜냐하면 

라인 8~9 에 의해 K 와 M 이 변경될 때, M 이 t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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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고 t 가 K 의 맨 뒤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Termination: 루프가 종료되면 tt p 는 K  안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1) 이 알고리즘이 최초에 S  안에 tp 를 

PUSH 했기 때문에 tp 는 스택의 bottom 에 있고, (2) S 의 

top 에서 플레이스가 제거될 때마다 그 입력 트랜지션이 

K 에 추가되며, (3) S 가 비게 될 때 루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프가 종료될 때 M 은 종료 마킹이 

된다. K
a tM M 가 성립되므로, 이 알고리즘은 feasible 

solution 을 계산한다. □ 

 
 

LT 을 시퀀스 L 에 나타나는 트랜지션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또한 SP 를 스택 S 에 포함된 플레이스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제안된 알고리즘의 최적성은 다음과 같이 증명될 수 있다. 

 
 

Theorem 3.1. FTL 동작 시퀀스 도출 알고리즘은 최적해를 계산한다. 

 

Proof. *L 이 최적 해라고 하자. 증명을 위해 먼저 *K L
T T 와 

*( )SP RD L 가 각각 루프 불변식임을 보인다. 이때 K 와 S 는 

알고리즘에 나타나는 변수들이다. 그리고 루프가 종료될 때 

lemma 3.2 에 의해 K 가 최적해가 됨을 보인다. 

 

Initialization: 첫 번째 반복 이전에 K 는 빈 시퀀스이므로 

*K L
T T 가 성립된다. 또한 RD 의 정의에 의해 

*{ } ( )S tP p RD L   역시 성립된다. 

Maintenance: 만약 루프 반복이 시작될 때 *K L
T T 와 

*( )SP RD L 가 성립된다면, 이들은 루프 반복이 끝날 때에도 

성립된다. 첫 번째 불변식이 성립되는 이유는 (1) 라인 

5 에서 *( )p RD L 가 성립되고, (2) lemma 3.1 에 의해 라인 

6 에서 *t L 가 성립되며, (3) 라인 9 에서 K 에 추가되는 

트랜지션은 오직 t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 

불변식은 성립되는 이유는 라인 15 에서 오직 ( )RD t 만이 

S 에 추가되고 이는 정의에 의해 *( )RD L 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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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Termination: 루프가 종료될 때 *K L
T T 는 여전히 성립된다. 

또한 lemma 3.2 에 의해 K 는 feasible solution 이기 

때문에 * KL
T T  역시 성립된다. 따라서 K 는 최적해임을 

알 수 있다. □ 

 
이어서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를 보인다. 제한조건 R2에 의해 

알고리즘의 해의 길이는 T 를 넘길 수 없다. 따라서 라인 7~10의 

if 블록은 최대 T 회 반복될 수 있다. 또한 각 트랜지션의 사전 

조건이 단 한번씩만 검사되므로 라인 11~15의 else 구문은 최대 

F 회 수행된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는 

( )O T F 이다. 

 

3.4 실험적 평가 
 

이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해 재구성 가능 FTL을 

[42] 택해 이를 위한 페트리네트를 작성한다. 이 알고리즘을 파일 

시스템에 ‘쓰기 (write)’, ‘읽기 (read)’ 그리고 ‘캐시 방출 (flush 

cache)’ 세 가지 FTL 요청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절에서는 

이들 중 쓰기 요청만을 다룬다. 다른 두 가지 타입의 요청은 쉽게 

모델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캐시 방출 요청은 쓰기 요청의 

반복적인 호출로 모델링될 수 있으며, 읽기 요청은 단순히 몇 번의 

페이지 읽기 동작에 의해 모델링 가능하다. 

작성된 페트리네트는 그림 20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 

페트리네트의 FTL 동작들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들 중에서 ‘writePage’가 주어진 데이터를 자유 페이지에 

씀으로써 FTL 요청을 완수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작성된 페트리네트의 자원들에 대한 설명은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자원 p1에서 p8까지는 서로 다른 논리적 상태에 놓인 

플래시 블록과 페이지들을 나타낸다. ‘isActiveLgrp’ 자원은 대상 

로그 블록 그룹의 활성화 상태에 해당되고, ‘activeLgrpSlot’은 

추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로그 블록 그룹의 개수이다. 

‘requestArrival’과 ‘writtenPage’는 각각 도착 플레이스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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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에 해당된다. 이 예제서는 설명의 간결성을 위해 제한조건 

R2에 의해 추가된 FTL 동작, 자원들과 도착 플레이스를 생략하여 

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작성된 페트리네트 모델로부터 FTL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그 예측 정확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먼저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실험 결과를 

보인다. 

 

 

 

그림 20. 재구성 가능 FTL의 쓰기 요청을 위한 페트리네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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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실험 환경 
 

실험에 사용된 FTL 프로그램의 구현 환경은 휴대용 기기 

표 1. 재구성 가능 FTL의 쓰기 요청을 위한 FTL 동작들 

Features FTL operations 
Number of flash operations 

executed 
Read Program Erase 

Address 
translation

t1: write a page 
(writePage) 0 1 0 

t2: make active state 
(makeActive) 0 1 0 

t3: make inactive state 
(makeInactive) 0 1 0 

Garbage 
collection 

t4: erase a free block 
(erase) 0 0 1 

t5: erase a free metablock 
(eraseMeta) 0 0 1 

t6: data block garbage 
collection (gc) 64 65 1 

t7: metablock garbage 
collection (gcMeta) 63 63 1 

Wear 
leveling 

t8: datablock wear 
leveling (wl) 64 65 1 

t9: metablock wear 
leveling (wlMeta) 64 65 1 

표 2. 재구성 가능 FTL의 쓰기 요청을 위한 자원들 

Categories Resources 

Physical objects 

p1: old free block (oldFBlk) 
p2: young free block (youngFBlk) 
p3: clean free block (cleanFBlk) 

p4: old free metablock (oldFMetaBlk) 
p5: young free metablock (youngFMetaBlk) 
p6: clean free metablock (cleanFMetaBlk) 

p7: free log page (freeLogPage) 
p8: free metapage (freeMetaPage) 

Execution permission
p9: is in active log group (isActiveLgrp) 

p10: active log group slot (activeLgrpSlot) 
Arrival and 
termination 

p11: request arrival (requestArrival) 
p12: written page (writte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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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해 설계된 ARM 프로세서 기반 평가 보드이며 OS로 

리눅스 커널이 동작한다.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NAND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 당 64 개의 페이지가 있으며 각 페이지의 

크기는 4 KB이다. 플래시 동작의 WCET는 플래시 메모리의 

명세서에 의해 Tread=25 ㎲, Tprogram=700 ㎲ 그리고  Terase=2000 

㎲으로 주어진다 [102]. 파일 시스템으로는 휴대용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FAT 파일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실험의 워크로드를 위해 일련의 FTL에게 가해질 FTL 요청 

시퀀스가 사용되었다. 현실적인 시퀀스를 합성하기 위해 “iozone”을 

사용하였다. iozone은 일련의 write 시스템 콜을 생성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성능측정 도구이다 [103]. 이들 시스템 콜들은 FAT 

파일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결국 FTL 요청의 형태로 FTL에게 

전달된다. 

구현된 FTL이 테스크 시퀀스와 함께 수행된 후 각 FTL 

요청의 WCET가 계산되었다. 본 실험은 이를 정적으로 계산된 

WCET와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프레임워크가 훨씬 짧은 WCET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인다. FTL 요청 수행 시간의 대부분을 플래시 

동작이 차지하기 때문에 FTL 요청의 WCET는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수행되는 플래시 동작의 WCET의 합으로 근사하였다. 

이 실험에서 WCET 요청의 WCET는 다음과 같이 근사 되었다. 

첫째, 주어진 FTL 요청을 서비스하기 위한 각 플래시 동작의 최대 

수행 횟수를 계산한다. 이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둘째, 

개별 플래시 동작의 WCET를 플래시 메모리의 하드웨어 

명세로부터 구한다. 셋째, 위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각 FTL 

동작의 WCET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값을 이용해 FTL 

요청의 WCET를 계산한다. 

표 3.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하드 

웨어 

CPU S3C6410(ARMv11JZF-S) 
Main memory 128MB SDRAM 
Flash memory 1GB NAND flash 

소프트

웨어 

OS Linux version 2.6.29 
Flash driver Memory Technology Device (MTD) 
File system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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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FTL에서 ‘쓰기 (write)’ 요청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대 아홉 가지 다른 종류의 FTL 동작을 호출할 수 

있다. iT 가 FTL 동작 it 의 WCET를 나타낸다고 하자. 그리고 ic 는 

주어진 FTL 쓰기 요청에서 도출된 FTL 동작 시퀀스에서 it 가 

나타나는 회수라고 하자. 그러면 제안된 기법이 예측하는 

매개변수적 WCE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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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c T


   

 

한편 정적 분석에 의해 예측되는 WCET는 FTL이 (wlMeta, 

eraseMeta, gcMeta, makeInactive, makeActive, gc, wl, erase, 

writePage)의 시퀀스를 수행할 때 발생한다. 이 시퀀스에서 플래시 

읽기, 프로그램 그리고 지우기 동작은 각각 255, 261 그리고 6회 

수행된다. 그러면 정적 WCE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55 261 6 201,075 .static read program eraseT T T T       ㎲  

 

WCET의 과대 예측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예측된 WCET를 실제 수행 시간과 비교하였다. 실제 수행 시간은 

FTL의 수행 트레이스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먼저 각 

FTL 요청이 서비스될 때마다 수행된 플래시 동작의 회수가 

기록된다. 그리고 이 회수를 각 플래시 동작의 WCET와 조합하여 

해당 FTL 요청의 WCET이 계산된다. 

 

3.4.2 WCET 예측 정확성 평가 
 

그림 21는 (1) 제안된 기법에 의해 예측된 WCET, (2) 정적 

분석에 의해 예측된 WCET 그리고 (3) 실제 수행 시간을 보인다. 

이들은 각각 원, 점선 그리고 기울어진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누적된 쓰기 요청의 횟수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WCET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은 정적 분석보다 훨씬 짧은 WCET를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된 기법은 앞선 FTL 요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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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한 자원을 재생산 해야 할 때에만 긴 WCET를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정적 WCET는 내부 플래시 메모리의 상태와 

상관 없이 변화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FTL 쓰기 요청은 한 번의 

페이지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완료되기 때문에 제안된 기법은 

평균적으로 정적 분석에 비해 훨씬 짧은 WCET를 예측한다. 

예측된 WCET의 평균은 3,808 ㎲이고 이는 정적 WCET보다 54 

배나 짧다. 또한 이는 실제 수행 시간보다 단지 1.3 배 길 뿐이다.  

제안된 기법의 런타임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가 페트리네트 

크기의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의 관점에서 

페트리네트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그런데 페트리네트 크기와 예측 

정확도 사이에는 trade-off가 있다. 왜냐하면 페트리네트 모델링이 

큰 FTL 동작을 단위로 이루어질 수록 정적 분석에 의해 예측되는 

개별 FTL 동작의 WCET가 점점 비관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트리네트의 크기가 너무 크면 예측 정확도를 낮춤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고, 반대로 예측 정확도가 너무 낮으면 

페트리네트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같은 trade-off를 보이기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된 

페트리네트를 [87]에 제시된 세 가지 축약 규칙에 의해 그림 22에 

 

그림 21. 제안된 기법에 의해 예측된 WCET의 정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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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과 같이 변환시켰다. 원본 페트리네트가 9개의 트랜지션을 

갖는 반면 축약된 버전들은 각각 7개, 5개 그리고 3개의 

트랜지션을 가진다. 그리고 각 버전의 페트리네트마다 FTL 동작과 

자원들이 합침으로써 원본 FTL 프로그램이 변환되었다. 이들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23에 나타난 것과 같다. 실험 

결과 페트리네트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예측된 WCET가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트랜지션으로 이루어진 페트리네트는 

원본 페트리네트에 비해 평균적으로 176.8%나 긴 WCET를 

예측하였다. 물론 모든 트랜지션을 하나의 트랜지션으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안된 기법은 정적 분석과 정확히 똑 같은 

WCET를 예측하게 된다. 

 

 

 

 

 

 

 

 

 

그림 22. 축약된 버전의 페트리 네트. (a) 메타블록 관련 노드들이 
합쳐진 버전, (b) 자유블록 관련 노드들이 합쳐진 버전 그리고 (c) 

로그블록 그룹 관련 노드들이 합쳐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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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원본 페트리네트와 세 가지 축약된 버전의 페트리네트에 의해 
예측된 WCET의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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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점 안전 동기화를 위한 
VM 아키텍처 

 

LHP 문제는 SMP 동기화를 위해 스핀 락을 사용하는 실시간 

시스템들을 시스템 가상화를 통해 통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LHP가 발생하면 VM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는 불필요하게 스핀 대기하며 CPU 자원의 낭비와 

무기한적인 지연시간을 초래한다. 이 장의 목적은 VM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WCWT 중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바운드할 수 

있는 VM 아키텍처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 24은 대상 시스템의 

계층 구조와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의 개관을 타나낸다. 

게스트 OS가 스핀 락에 의해 보호되는 임계 구역의 수행 중에 

선점을 허용하면 계층적 스케줄링의 두 계층에서 서로 다른 타입의 

LHP가 발생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LHP 해결책들은 

단지 vCPU 레벨의 LHP만을 해결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의 

통합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두 계층에서 발생하는 LHP를 각각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스트 OS와 VMM가 제각기 관리하는 

스케줄링 정보를 취합하여 LHP 타입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게스트 OS와 VMM이 엄격하게 분리된 통상적인 VM 

아키텍처에서 불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게스트 OS와 VMM 사이의 교차 계층 최적화를 통해 두 가지 

타입의 LHP를 정확히 식별하고 복구할 수 있는 VM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핀 대기 기간을 바운드하여 VM 

상에서 수행되는 실시간 응용 태스크들이 예측 가능한 시간에 스핀 

 
그림 24. 대상 시스템의 계층 구조와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의 개관. 



 

 66

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4.1절에서는 이 장에서 

가정하는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제안된 해결책을 개관한다. 

이어서 4.2절에서는 VM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와 이들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아키텍처 종속적 구현 내용을 리눅스/KVM 기반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4.4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태스크들의 스핀 루프 반복 횟수를 측정한 실험 결과를 

보인다. 

 

4.1 대상 시스템과 해결책 개관 
 

이 절에서는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태스크 레벨 LHP와 

vCPU 레벨 LHP를 각각 정의한다. 이어서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을 바운드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제안된 해결책을 개관한다. 

 

4.1.1 시스템 모델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대칭적 멀티프로세서(symmetric 

multiprocessor, SMP), 공유 메모리 그리고 I/O 장치로 구성된다.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VMM과 게스트 OS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VM 아키텍처는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네이티브(native) VMM을 가정하나 호스티드(hosted) 또는 

하이브리드(hybrid) VMM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 VMM은 복수의 

VM을 수행하며, 각 VM에게 복수의 vCPU를 제공한다. VM 

위에서는 반가상화된 게스트 OS가 수행된다. 

각 게스트 OS는 복수의 태스크를 수행하고, 이들이 공유하는 

자원은 스핀 락을 통해 상호 배제된다. 각 게스트 OS는 자신에게 

주어진 VM에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서로 다른 VM 

사이의 태스크들이 동일한 스핀 락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대상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임의의 VM은 ( , , , )P V T L 의 4-

투플로 정의된다. 1{ , , }NPP p p  는 이 VM이 수행될 수 있도록 

허용된 대상 시스템의 pCPU의 부분집합으로, 공유 메모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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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주고 받는 NP 개의 동일한 CPU로 구성된다. 

1{ , }NVV v v  는 이 VM에 주어진 NV 개의 동일한 vCPU의 

집합이다. 한편 1{ , , }NTT    는 게스트 OS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집합이며 1{ , , }NLL l l  은 태스크 사이에 공유 자원의 

상호배제를 위해 사용되는 스핀 락 인트턴스의 집합이다. 

주어진 시점에 VM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의 계층적 

스케줄링은 두 개의 함수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 { }tM T V NIL  는 게스트 OS 레벨의 스케줄링으로서, 태스크를 

vCPU로 매핑한다. 이때 수행 가능한 상태로 게스트 OS의 런큐 

안에서 스케줄링 되기를 기다리는 게스트 태스크는 NIL로 매핑된다. 

한편 : { } { }vM V NIL P NIL   은 VMM 레벨의 스케줄링으로서, 

vCPU를 pCPU로 매핑한다. 이때 다른 vCPU에게 선점 당하여 

VMM의 런큐 안에서 스케줄링되기를 기다리는 vCPU는 NIL로 

매핑된다. 이 논문의 이어지는 절에서 복합 함수 (composite 

function) t vM M 를 정의하여 사용하기 위해 vM 의 도메인에 

NIL이 포함되었으며, ( )vM NIL NIL 로 정의된다. 

이와 비슷하게, 임의의 주어진 시점에 대상 VM의 동기화는 

자원 할당 그래프 (resource allocation graph) ( , )G T L E  로 

표현된다. 이때 그래프의 노드(node)는 태스크와 스핀 락 

인스턴스들이며, 방향성 에지(directed edge)의 집합 E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is waiting } {( , ) :  is holding } E l T L l l L T l         

 

위와 같이 정의된 VM의 계층적 스케줄링과 동기화를 도식화한 

예제는 그림 25에 나타난 것과 같다. 그림 25(a)는 두 개의 vCPU 1v

과 3v 가 각각 pCPU 1p 과 2p 에 할당되어 수행 중이고, vCPU 2v 는 

선점 당하여 런큐에서 대기 중인 상황을 나타낸다. 게스트 OS는 

태스크 2 , 3 , 4 를 vCPU 상에 스케줄링하여 수행 중이나 

실제로는 2 와 4 만이 pCPU까지 매핑되어 수행되고 있고 3 는 

게스트 OS가 알지 못하게 정지(pause)해 있다. 그림 25(b)에 나타난 

자원 할당 그래프는 하나의 스핀 락 인스턴스 l에 세 개의 태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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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상황은 나타낸다. 이때 1 이 락을 획득한 상태이며 2 와 

3 는 스핀 대기하며 락 획득을 기다리고 있다. 

 

4.1.2 LHP의 정의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의한 시스템 모델을 사용하여 두 

가지 다른 타입의 LHP를 정의하고, 이어서 불필요한 스핀 대기를 

정의한다. LHP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선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vCPU 사이의 선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vCPU 레벨 

LHP라고 부르고, 태스크 사이의 선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태스크 

레벨 LHP라고 부른다. 두 가지 타입의 LHP가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림 25. (a) VM의 계층적 스케줄링에서 태스크, vCPU 그리고 pCPU 
사이의 매핑과 (b) 자원 할당 그래프의 예. 

(a)

1 2 3 4

is holding and     are waiting for 

(b)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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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4.1. 주어진 ( , , , )VM P V T L 과 락 l L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만족될 때 vCPU 레벨 LHP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such that ( , ) , ( )  and ( )h h t h v t hT l E M NIL M M NIL       
 

Definition 4.2. 주어진 ( , , , )VM P V T L 과 락 l L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만족될 때 태스크 레벨 LHP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such that ( , )  and ( )h h t hT l E M NIL       

 

주어진 락 인스턴스 l 에 대해서, vCPU 레벨 또는 태스크 레벨 

LHP가 발생하여 락 소유자가 임계 구역 코드를 진행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태스크  가 l 을 획득하기 위해 스핀 대기할 때 우리는 

 가 불필요한 스핀 대기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림 26는 두 가지 타입의 LHP와 그로 인한 불필요한 스핀 

대기가 일어난 예시를 도식화하여 보여 준다. 그림 26(a)는 태스크 

h 가 락 l 을 획득한 채로 h 를 수행하던 vCPU hv 가 선점 당하고, 

다른 태스크 c 가 l 을 획득하기 위해 불필요한 스핀 대기하는 

 

그림 26. (a) vCPU 레벨 LHP와 (b) 태스크 레벨 LHP의 예. 

(a) (b)

h c h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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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나타낸다. 그림 26(b)는 태스크 h 가 락 l 을 획득한 채로 

다른 태스크 p 에 의해 선점 당하고, 또 다른 태스크 c 가 l 을 

획득하기 위해 불필요한 스핀 대기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4.1.3 해결책 개관 
 

이 논문에서는 앞 절에서 정의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선점 안전 

동기화를 지원하는 VM 아키텍처를 설계하고자 한다. 선점 안전 

동기화는 주어진 태스크 h T  와 스핀 락 l L 에 대하여 vCPU 

레벨 LHP 또는 태스크 레벨 LHP가 발생했을 때 다른 태스크 

c T  가 l 을 획득하기 위해 스핀 대기하는 시간이 바운드되는 

동기화 기법을 말한다.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LHP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 역시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이를 바운드하기 위해 락 경쟁자의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을 넘으면 LHP 발생을 식별하고, 선점 당한 락 

소유자가 임계 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각 타입에 따라 알맞은 

자원을 락 경쟁자로부터 소유자로 이양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vCPU 레벨 LHP가 발생한 경우 락 경쟁자는 

자신이 수행되던 pCPU를 락 소유자를 수행하는 vCPU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VMM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태스크 레벨 LHP가 

발생한 경우 락 경쟁자는 자신이 수행되던 vCPU를 락 소유자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게스트 OS의 스케줄러에게 요청한다.  



 

 71

그림 27는 제안된 기법에 의한 vCPU 레벨 LHP의 복구 

과정을 보인다. 이 예에서 락 소유자인 태스크 1 이 수행되던 

vCPU1이 vCPU3에게 선점 당해 vCPU 레벨 LHP가 발생한다. 

뒤늦게 락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태스크 2 는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 thrT 을 초과하면  LHP 타입을 식별하고  선점 당한 

vCPU1을 자신이 수행되던 pCPU2로 이주시킨다. 그리고  1 은 

임계구역의 수행을 마친 후 자신의 vCPU를 다시 LHP가 발생했을 

당시 수행되던 pCPU1으로 이주시킨다. 

그림 28은 제안된 기법에 의한 태스크 레벨 LHP의 복구 

과정을 보인다. 이 예에서 태스크 1 이 다른 태스크 3 에게 선점 

당해 태스크 레벨 LHP가 발생한다. 뒤늦게 락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2 는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 thrT 을 초과하면  LHP 

타입을 식별하고  선점 당한 1 을 자신이 수행되던 vCPU2로 

 

그림 27. 제안된 기법에 의한 vCPU 레벨 LHP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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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제안된 기법에 의한 태스크 레벨 LHP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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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시킨다. 그리고  1 은 임계구역의 수행을 마친 후 자신을 

다시 LHP가 발생했을 당시 수행되던 vCPU1으로 이주시킨다. 

제안된 VM 아키텍처의 핵심은 런타임에 주어진 락 인스턴스에 

대해 LHP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면 어떤 타입의 LHP가 

발생했는지 식별하는 것이다. 앞 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LHP 

타입의 식별에는 락 소유자의 ID, task-to-vCPU 매핑 tM  그리고 

vCPU-to-pCPU 매핑 vM  정보가 필요하다. 이 중 처음 두 가지 

정보는 게스트 OS가, 세 번째 정보는 VMM이 가지고 있다. 기존의 

게스트 OS와 VMM이 엄격히 분리된 계층적 구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LHP 타입의 

식별이 불가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교차 계층 최적화 

접근 방식에 기반하여 VMM과 게스트 OS 간 공유 메모리를 

신설하여, VMM이 매핑 vM 를 상위 계층인 게스트 OS에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게스트 OS는 이를 통해 LHP 타입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제안된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요소와 제어 및 데이터 흐름은 

그림 29에 나타난 것과 같다. VMM 내에는 vCPU 스케줄러가 있다. 

이는 하이퍼콜의 형태로 구현되는 vCPU 이주 요청 인터페이스를 

게스트 OS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게스트 OS 내에는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PSSL), LHP 제거기, 그리고 태스크 스케줄러가 

있다. 이어서 두 계층 사이의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가 

제안된 메커니즘에 참여한다. vCPU 스케줄러는 vCPU의 

스케줄링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 vCPU-to-pCPU 매핑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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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타임에 게스트 OS의 태스크들은 상호 배제를 위해 PSSL이 

제공하는 acquire()와 release() 동작을 사용한다. acquire()는 

경쟁이 없는 경우 평범한 스핀 락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락을 획득한다. 반면 스핀 대기 시간이 미리 정의된 임계 

값을 넘어가면 락 획득 함수는 소유자의 ID를 매개 변수로 하여 

LHP 제거기에게 LHP 식별을 요청한다. 그러면 LHP 제거기는 

태스크 스케줄러와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로부터 각각 

task-to-vCPU 매핑 tM 와 vCPU-to-pCPU 매핑 vM 를 가져와 

어느 타입의 LHP가 발생했는지 검사한다. 만약 vCPU 레벨 LHP가 

발생한 경우에는 vCPU 이주 요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vCPU 

스케줄러로 하여금 현재 스핀 대기 중인 경쟁자가 사용 중인 

pCPU를 락 소유자의 vCPU에게 이양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태스크 레벨 LHP가 발생한 경우에는 태스크 스케줄러로 하여금 

현재 스핀 대기 중인 경쟁자가 사용 중인 vCPU를 락 소유자에게 

이양하도록 요청한다.  

 

4.2 제안된 VM 아키텍처 
 

이 장에서는 제안된 VM 아키텍처의 구조와 런타임 동작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안된 아키텍처의 계층 구조와 구성 요소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30에 나타난 것과 같다. 그리고 각 

 

그림 29. 제안된 VM 아키텍처의 구조와 제어 흐름 및 데이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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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의 명세는 표 4에 표시된 것과 같다. 제안된 아키텍처는 

크게 게스트 OS, VMM 그리고 이들 사이의 교차계층 인터페이스로 

나뉘어진다. 게스트 OS에는 PSSL 알고리즘, LHP 제거기 그리고 

태스크 스케줄러가 제안된 기법에 참여한다. 이 중 PSSL 

알고리즘과 LHP 제거기는 제안된 기법에 의해 기존 게스트 OS에 

새롭게 추가된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PSSL 알고리즘은 기존의 스핀 

락 알고리즘을 대체하며, acquire()와 release() 두 가지 동작을 

커널의 나머지 부분에게 제공하여 자원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중 acquire() 함수는 스핀 대기 시간이 과도하여 LHP 

발생이 의심될 때 LHP 제거기에게 LHP 식별 요청을 한다. LHP 

제거기는 LHP 식별과 복구를 담당하는 모듈로, VMM이 제공하는 

교차계층 인터페이스와 태스크 스케줄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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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M은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와 pCPU 이양 

하이퍼콜 두 가지 교차계층 인터페이스를 게스트 OS에게 제공한다.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는 VMM에 의해 vCPU-to-pCPU 

매핑이 씌어지며, LHP 제거기가 이를 읽어 LHP 식별에 사용한다. 

vCPU 스케줄러는 vCPU 스케줄링/디스케줄링이 일어날 때마다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에 이를 기록한다. 한편 게스트 

 

그림 30. 제안된 VM 아키텍처의 계층 구조와 구성요소 사이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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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안된 VM 아키텍처의 구성요소 간 인터페이스 명세 

이름 타입 제공자 사용자 인자 반환값 

acquire 
커널 
함수

PSSL 
게스트 

OS 
lock: Lock ID none 

release 
커널 
함수

PSSL 
게스트 

OS 
lock: Lock ID none 

get_t2v 
커널 
함수

태스크 
스케줄러 

LHP 
eliminator

task: task ID vcpu_id: vCPU ID 

yield_vCPU
_to 

커널 
함수

태스크 
스케줄러 

LHP 
eliminator

task: task ID result: Boolean 

eliminate_
LHP 

커널 
함수

LHP 
eliminator 

HISL task: task ID none 

hc_yield_p
CPU_to 

하이

퍼콜
VMM 

LHP 
eliminator

vcpu: vCPU ID none 

 



 

 76

OS는 pCPU 이양 요청 하이퍼콜을 통해 현재 수행 중인 vCPU를 

블록시키고, pCPU를 특정 vCPU에게 이양하도록 요청한다. 

이 장의 나머지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4.2.1절에서는 

PSSL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4.2.2절에서는 LHP eliminator의 

LHP 식별과 복구 메커니즘에 대해 기술한다. 

 

4.2.1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PSSL은 TAS 스핀 락 알고리즘을 

확장한 한 것이다. TAS 스핀 락은 FIFO 순서 보장을 통해 기아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큐 기반 스핀 락 알고리즘에 비해 CPU 

개수에 따른 scalability는 불리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CPU 개수가 2~8개 내외의 소규모 시스템에서 성능 오버헤드가 

작아 현존하는 대부분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기본이 되는 스핀 락 알고리즘으로 선정하였다. 

이 절에서는 먼저 기존의 TAS 기반 스핀 락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락 소유자 식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3.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TAS 스핀 락의 락 변수는 단순히 현재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 1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도 이를 통해서 락 

소유자의 ID를 알아낼 수 없다. 소유자의 ID를 다른 태스크에게 

알리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유자가 락 획득 직후 락 변수와 

인접한 메모리에 자신의 ID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락 획득과 

소유자 ID의 등록이 별개의 명령어로 수행되면 두 명령어 사이에 

선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선점이 지속되는 동안 락 경쟁자가 

소유자의 ID를 영영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스핀 

락으로 보호되는 임계 구역의 길이는 통상적으로 수~수십 명령어 

정도로 매우 짧은 것을 감안한다면, LHP가 발생하는 경우 중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충분히 높게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S 스핀 

락을 확장하여 락 획득과 소유자 ID의 등록이 원자적으로 수행되는 

선점 안전 스핀 락 (preemption-safe spin lock, PSSL)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PSSL의 수행 흐름은 그림 31에 나타난 것과 

같다. PSSL의 락 변수는 한 워드의 길이를 가진다. 최하위 1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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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상태를 나타내며, 1인 경우 누군가에게 소유된 상태를, 0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각각 나타낸다. 한편 락 변수의 나머지 

비트들은 소유자 ID를 나타낸다. 한 워드의 길이가 32비트인 

ISA에서 소유자 ID 필드는 31비트가 되고, 이를 가지고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는 태스크의 개수는 231로 제한된다. 이는 통상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충분히 많은 숫자이다. PSSL 변수는 

초기화되면 0으로 설정된다.  

이어서 PSSL 알고리즘의 acquire()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빠른 경로(fast path)와 느린 경로(slow path)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빠른 경로는 경쟁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락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CAS 동작으로 구현된다. 

PSSL 인스턴스 lock을 획득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로컬 변수 

tmp에 자신의 태스크 ID와 소유 상태 1을 bit-wise OR 연산하여 

준비한다. 그리고 (lock, tmp, 0)을 인자로 하여 CAS 명령을 

수행한다. CAS 명령은 락 변수의 이전 값이 0일 때에만 성공하는데, 

이는 lock이 누군가에게 소유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만약 

CAS 명령이 성공하면 lock이 획득된 것이므로 acquire()는 바로 

리턴 되고, 이를 호출한 태스크는 임계 구역에 진입한다. 그리고 

만약 CAS 명령이 실패하면 태스크는 느린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 

acquire() 동작의 느린 경로에서는 루프를 반복하면서 빠른 

경로에서 수행하였던 CAS와 동일한 명령을 수행한다. 이때 카운터 

변수를 증가시키다가 이 값이 임계 값을 넘으면 LHP 발생 

 

그림 31. PSSL 알고리즘의 수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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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LHP 식별을 요청하기 위해 LHP 

제거기를 호출한다. 이 때 인자로 lock에 기록된 소유자 ID가 

전달된다. 만약 LHP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카운터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고 스핀 대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LHP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4.2.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LHP 복구의 

경쟁자측 동작을 호출한다. LHP 복구 동작을 완료한 태스크는 다시 

acquire()의 빠른 경로로 되돌아가 락 획득을 시도한다. 

한편 PSSL의 release() 동작은 먼저 락 변수에 0을 대입하는 

것으로 락을 해제한다. 이어서 자신이 LHP 제거기에 의해 이주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4.2.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LHP 복구의 소유자측 동작을 호출한다. 이는 태스크를 선점 당하기 

전에 원래 수행되던 vCPU 또는 pCPU로 원위치 시킨다. 

 

4.2.2 LHP 식별과 복구 메커니즘 
 

PSSL 알고리즘을 통해 락을 획득하고 해제하는 태스크는 그림 

32에 나타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따라 수행된다. PSSL의 

acquire() 함수는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을 넘어 가면 

eliminate_LHP() 함수를 호출하고, 이는 LHP 식별과 복구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LHP 식별 작업은 액티비티 A4에 해당되며, 이때 수행되는 

의사 코드는 그림 33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 알고리즘은 태스크 

레벨의 LHP와 vCPU 레벨의 LHP가 발생했는지 차례로 검사하고 

어느 레벨에서 LHP가 발생했는지를 반환한다.  

태스크 레벨의 LHP 검사는 라인 1~2에 의해 수행된다. 먼저 

락 소유자가 수행 중인 vCPU를 검색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 

스케줄러가 제공하는 get_t2v()를 소유자 ID 인자와 함께 호출한다. 

get_t2v()는 락 소유자가 수행 중인 vCPU를 반환한다. 만약 반환 

값이 NIL이라면 현재 락 소유자가 수행되는 vCPU가 없다는 

뜻이므로 태스크 레벨 LHP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리턴값이 NIL이 아니라면 다음 단계인 vCPU 레벨 LHP 검사를 

수행한다. 



 

 79

vCPU 레벨의 LHP 발생 검사는 라인 6~7에 의해 수행된다. 

먼저 락 소유자의 vCPU가 pCPU 상에서 수행 중인지 검사한다. 

이를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에서 읽기 위해 get_v2p() 

함수가 호출된다. 만약 get_v2p()의 반환 값이 NIL이면 락 

소유자의 vCPU가 수행되는 pCPU가 없다는 뜻이므로 vCPU 레벨 

LHP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환 값이 NIL이 

아니라면 LHP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락 소유자가 

 

그림 32. 선점 안전 동기화를 수행하는 태스크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A1: Try to acquire 
lock (spin)

A4: Identify 
LHP

A2: Execute 
critical section

A5: Yield 
vCPU to holder

A3: Release lock

[spinning time 
exceeds Tthr]

A6: Yield pCPU
to holder

[Task-level LHP]

[vCPU-level LHP]

[lock acquired 
within Tthr]

PSSLLHP eliminatorvCPU schedulerTask scheduler

[no LHP]

 

그림 33. LHP eliminator의 의사 코드. 

eliminate_LHP
input

holder: task ID of the current lock holder
begin
1  vcpu_holder get_t2v(holder)
2  if vcpu_holder NIL
3 set_flag(holder, TASK_LEVEL, vcpu_holder)
4 yield_vCPU_to(holder)
5  else
6 pcpu_holder <- get_v2p(vcpu_holder)
7      if pcpu_holder = NIL
8 set_flag(holder, VCPU_LEVEL, pcpu_holder)
9 hc_yield_pcpu_to(vcpu_holde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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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임계 구역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보다 길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LHP 복구는 경쟁자측 복구 루틴과 소유자측 복구 루틴으로 

나뉘어진다. 경쟁자측 복구 루틴은 자신이 수행되던 vCPU 또는 

pCPU를 소유자에게 대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소유자측 복구 

루틴은 대여 받은 vCPU 또는 pCPU를 반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34과 그림 35는 각각 태스크 레벨과 vCPU 레벨의 LHP 복구 

과정을 나타낸다. 

 

 태스크 레벨 LHP의 식별과 복구 

태스크 레벨의 LHP가 발생한 경우 경쟁자측 복구 

코드는 먼저 경쟁자 태스크를 중지(freeze)시키고 임시 

버퍼에 태스크의 문맥(context)을 보관한다. 그리고 선점 

당한 락 소유자가 현재 LHP 제거기가 수행 중인 vCPU로 

이주된다. 이를 위해 LHP 제거기는 태스크 스케줄러가 

제공하는 yield_vCPU_to() 커널 함수를 호출한다. 이어서 

 
그림 34. 태스크 레벨 LHP의 복구 과정. 

Contender-
side

Holder-
side

① Stop lock 
contender

② Migrate preempted lock holder
③ Set holder’s priority to the contender’s 

priority
④ Set migrated_task flag in holder’s TCB
⑤ Run lock holder

④ Run lock 
contender

① If migrated_task flag has been set, do the 
following
② Migrate lock holder back to the original 

vCPU
③ Reset holder’s priority
④ Clear migrated_task flag in holder’s TCB

vCPUs

vC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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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소유자의 우선순위가 vCPU를 대여해 준 경쟁자의 

우선순위로 설정되고, 소유자의 태스크 제어 블록(task 

control block, TCB)에 LHP 복구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migrated_task 필드가 1로 설정된다. 그런 다음 락 

소유자가 수행되어 임계 구역의 수행을 지속하게 된다. 

한편 락 소유자가 임계 구역의 수행을 마치면 소유자측 

LHP 복구 루틴이 수행된다. 이는 정확히 경쟁자측 복구 

루틴의 역순이다. 먼저 migrated_task 필드가 0으로 

초기화되고 락 소유자가 원래 수행되던 vCPU로 이주된 후 

우선순위가 원래 값으로 되돌려진다. 마지막으로 임시 

저장되었던 락 경쟁자 태스크의 문맥이 로드(load)되어 

수행된다.  

 

 vCPU 레벨 LHP의 식별과 복구 

한편 vCPU 레벨의 LHP가 발생한 경우 경쟁자측 복구 

 
그림 35. vCPU 레벨 LHP의 복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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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PU 

② Migrate preempted lock holder’s vCPU
③ Set holder vCPU’s priority to the 

contender vCPU’s priority
④ Set migrated_vCPU flag in holder’s 

TCB
⑤ Run lock holder

vCPUs

pCPUs

④ Run lock 
contender’s 

vCPU 
① If migrated_vCPU flag has been set, 

do the following 
② Migrate lock holder’s vCPU back to the 

original pCPU
③ Reset holder vCPU’s priority
④ Clear migrated_vCPU flag in holder’s 

T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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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하이퍼콜을 호출하여 락 경쟁자가 수행되던 vCPU를 

정지(freeze)시킨다. VMM은 경쟁자 vCPU의 문맥을 임시 

버퍼에 저장한다. 이어서 선점 당한 락 소유자의 vCPU가 

현재 LHP 복구 루틴이 수행 중인 pCPU로 이주된다. 이는 

VM이 제공하는 hc_yield_pCPU_to() 하이퍼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어서 락 소유자 vCPU의 우선순위가 pCPU를 

대여해 준 경쟁자 vCPU의 우선순위로 설정되고, 소유자 

vCPU의 제어 블록(vCPU control block, VCB)에 LHP 

복구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migrated_vCPU 필드가 1로 

설정된다. 그런 다음 락 소유자 vCPU가 수행되어 임계 

구역의 수행을 지속하게 된다. 

한편 락 소유자가 임계 구역의 수행을 마치면 소유자측 

LHP 복구 루틴이 수행된다. 이는 정확히 경쟁자측 복구 

루틴의 역순이다. 먼저 migrated_vCPU 필드가 0으로 

초기화되고 락 소유자 vCPU가 원래 수행되던 pCPU로 

이주된 후 우선순위가 원래 값으로 되돌려진다. 마지막으로 

임시 저장되었던 락 경쟁자 vCPU의 문맥이 로드(load)되어 

수행된다. 

 

4.2.3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의 분석 
 

이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통해 주어진 락을 획득하기 위한 

태스크의 최악의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을 분석한다. LHP 식별에 

걸리는 최악의 수행시간을 dT 라 하고, 태스크와 vCPU의 이주에 

걸리는 최악의 수행시간을 각각 _mig taskT 와 _mig vcpuT 라고 하자. 

여기에는 태스크 또는 vCPU의 이주에 수반되는 문맥 교환 시간이 

포함된다. dT , _mig taskT 그리고 _mig vcpuT 는 블록킹 되지 않고 수행되는 

직선 코드의 수행 시간이므로 기존의 정적 WCET 분석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 

먼저 주어진 락에 대해 경합하는 태스크가 단 두 개인 단순한 

경우에 최악의 대기 시간을 분석한다. 태스크 h 가 락을 소유한 

채로 선점 당하고, 다른 태스크 c 가 동일 락에 대해 스핀 대기를 

시작한다고 하자. 이 경우 c 의 불필요한 스핀 대기는 L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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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기의 수행을 촉발하는 임계 값 thrT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thrT 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 LHP의 식별과 복구, 그리고 h 의 

임계 구역의 남은 구간의 수행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c 가 

락을 획득하는 최악의 대기시간 ( )waiting cT  은 LHP 식별과 복구에 

걸리는 시간에 h 의 임계 구역의 최악 수행시간 hC 를 더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d _ _( ) max(2 ,2 )waiting c thr mig task mig vcpu hT T T T T C        

 

이어서 락 경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의 한계를 분석한다. 시간 태스크 h 가 스핀 락 l 을 소유한 

채로 무기한 선점 당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n 개의 태스크 

1 2, , n T    가 l 을 획득하기 위해 스핀 대기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lemma가 성립된다. 

 

Lemma 4.1. 임의의 태스크 (1 )i i n   가 LHP 복구를 수행하기 

전에 다른 태스크 (1 , )j j n j i    가 수행하는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은 thrT 보다 작거나 같다. 

 

Proof.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에 따르면 임의의 태스크 

(1 )i i n   가 thrT  시간만큼 스핀 대기를 한 후에도 락 

획득에 실패하면 LHP 식별 동작을 수행한다. 그 결과 (1) 

LHP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i 가 직접 LHP 복구를 

수행한다. (2) LHP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태스크 ,(1 , )j j n j i    에 의해 LHP 복구가 이미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LHP 복구 

이전에 i 가 수행한 스핀 대기 시간 thrT 은 불필요한 스핀 

대기와 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은 thrT 보다 작거나 같다. □ 

 

이어서 불필요한 스핀 대기가 최대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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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ma 4.2. 태스크 h 가 스핀 락 l 을 획득한 채로 임계 구역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임의의 태스크 , (1 )i i n   가 수행하는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은 h 가 임계 구역 수행 도중 1n 

번 무기한 선점 당할 때 최대화된다. 

 

Proof.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에 따르면 락 소유자는 

경쟁자 태스크의 개수만큼 무기한 선점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 무기한 선점이 발생하면 LHP 복구가 

일어나야만 락 소유자의 수행이 재개되어 재차 선점이 

가능해지고, LHP 복구는 경쟁자 태스크의 개수만큼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n 번째로 LHP 복구를 수행하는 

태스크가 선점 되면 더 이상 수행 중인 경쟁자 태스크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핀 대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은 1n  회의 무기한 선점이 발생할 

때 최대화된다. □ 

 

그림 36은 최악의 불필요한 스핀 대기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보인다. 그 결과` 최악의 불필요한 스핀 대기는 (n-1)Tthr로 

바운드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Theorem 4.1 태스크 h 가 스핀 락 l 을 획득한 채로 임계 

구역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경쟁자 태스크가 수행하는 

불필요한 스핀 대기는 ( 1)thrT n  보다 작거나 같다. 

 

Proof. Lemma 4.2에 의하면 h 가 1n  번 무기한 선점될 때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이 최대화된다. 이때 LHP 복구 

역시 1n  번 일어난다. Lemma 4.1에 의하면 한 번의 LHP 

복구가 일어날 때 임의의 태스크가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스핀 대기는 최대 thrT 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스핀 대기는 

최대 ( 1)thrT n  으로 구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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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합 구현 
 

이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구현 방법을 리눅스와 kernel 

virtual machine (KVM) 기반 가상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비록 본 절에서는 리눅스/KVM을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제안된 

기법은 기반 VMM이나 OS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장형 

VMM과 OS에도 쉽게 적용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KVM은 리눅스 커널에 기본 내장된 VMM 중의 하나로서 

리눅스를 포함한 다양한 OS를 게스트 OS로 지원한다. KVM은 

오픈소스이기에 연구용으로 기능 추가와 확장이 용이하다. 또한 

KVM은 하드웨어 기반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Xen과 같이 

순수 소프트웨어 기반 VMM에 훨씬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기능 

확장이 비교적 수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리눅스가 제공하는 풍부한 사용자 레벨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 

대상 시스템의 VMM으로 KVM을 선정하였다. 

 

그림 36. 불필요한 스핀 대기의 최악의 시나리오. 

Critical 
section

Normal 
spin-wait

Legends

Useless 
spin-wait

t1

t2 t1

tn

vCPU1

vCPU2

Tthr

vCPU3

Tthr Tthr
t1

vCPUn

Tthr Tthr

...

Tthr
t1

...

tn

preempted

preempted

preempted

pCPU1

pCPU2

pCPU3

pCPUn



 

 86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하드웨어는 WiMax 라우터와 관리 서버의 

통합을 위해 설계된 x86 아키텍처 기반 시스템이다. 대상 시스템은 

총 8개의 pCPU로 구성되어 있으며 16 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다. 한편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로 호스트 OS와 VMM은 

리눅스 3.5.0과 KVM이 각각 사용되었으며, 게스트 OS로 리눅스 

3.5.0이 사용되었다. 

그림 37는 제안된 기법이 구현된 리눅스/KVM 기반 가상화 

시스템을 게스트 OS와 호스트 OS가 각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구조를 보인다. 호스트 OS의 입장에서 각 VM은 하나의 qemu 

프로세스로 보인다. qemu는 호스트 OS의 사용자 레벨에서 VM을 

생성하고 관리하며 I/O 에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의 vCPU는 qemu 프로세스 안에서 수행되는 하나의 

pthread에 해당되고, 이는 리눅스의 일반 태스크로 1:1 매핑된다. 

qemu의 vCPU 스레드는 호스트 OS 모드에서 게스트 OS 모드로 

변환하기 위해 KVM에 ioctl() 시스템 콜을 호출한다. 그러면 

KVM은 pCPU가 지원하는 하드웨어 가상화 지원 명령어 집합 중 

모드 변환 명령어를 수행하여 게스트 OS 모드로 진입한다. x86 

ISA에서 이는 VMLAUNCH 또는 VMRESUME 명령어에 해당된다. 

표 5.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하드 

웨어 

CPU 
2 x Intel Xeon E5506 @ 2.13GHz 
(8 cores, 64-bit) 

Main memory 16 GB 

소프트

웨어 

Host OS Linux version 3.5.0 
VMM Kernel Virtual Machine (KVM) 

Guest OS Linux version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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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나머지 절에서는 제안된 VM 아키텍처의 각 

구성요소의 아키텍처 종속적인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4.3.1 게스트 OS의 확장 구현 
 

이 절에서는 게스트 OS 내의 HISL과 LHP 제거기의 아키텍처 

종속적인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선점 안전 스핀 락 (preemption-safe spin lock, PSSL) 

PSSL은 게스트 OS 내에 하나의 적재 가능한 커널 

모듈(loadable kernel module)로 구현된다. PSSL의 구현을 

위해 x86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64비트 CAS 

동작이 사용되었다. x86 CAS 동작의 의사 코드는 그림 

9(b)에 나타나 것과 같다. 

한편 락 변수의 아키텍처 의존적인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PSSL은 락 변수에 저장되는 태스크 ID로 

사용하기 위해 각 태스크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숫자가 

필요하다. 리눅스의 경우 int 타입의 프로세스 ID가 각 

태스크마다 고유하게 부여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프로세스 ID 대신 task_struct 타입의 태스크 제어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락 변수에 기록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그림 37. 리눅스/KVM 상에 구현된 제안된 VM 아키텍처. 

pCP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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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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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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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u
process

Scheduler

...

Guest OS
(Linux 3.5.0)

Scheduler

VM1 vCPU3 ...

pCPU2 pCPU3 ... pCPU8

vCPU1 vCPU2 vCPU3 ...

Guest
OS’s
view

Host
OS’s
view

VM2

task1 task2 task3 …

HISL
LHP 

eli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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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태스크 제어 블록 역시 각 태스크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태스크를 

구별 가능하다. 둘째, LHP 제거기가 수행하는 작업들을 

위해서는 태스크 제어 블록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락 

변수에 프로세스 ID를 저장하면 이를 어차피 태스크 제어 

블록에 대한 포인터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포인터는 워드 경계에 정렬되므로 별도의 비트 이동 연산 

없이 하위 두 비트를 향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 가능하다. 

 

 LHP 제거기 

LHP 제거기 역시 적재 가능한 커널 모듈 안에 구현된다. 

이 논문에서는 구현의 편의를 위해 PSSL과 LHP 제거기를 

하나의 커널 모듈에 함께 구현하였다. 이 커널 모듈은 문자 

장치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프로그램이 LHP 

제거기의 활성화와 다양한 실험 벡터의 시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P 제거기는 태스크 이주를 요청하기 위해 태스크 

스케줄러가 제공하는 커널 함수를 이용한다. 태스크 이주 

과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뉘어 구현된다. 첫째, 락 경쟁자가 

자신의 vCPU를 소유자에게 이양하는 경우이다. 이때 이주를 

요청하는 태스크와 이주 대상 태스크가 서로 다르므로 

__migrate_task()와 yield_to() 함수에 의해 비교적 단순히 

구현된다. __migrate_to()는 대상 태스크를 출발지 (source) 

런큐로부터 목적지 (destination) 런큐로 이동시킨다. 이때 

출발지 런큐는 대상 태스크가 선점 당하기 직전 수행되던 

런큐이고, 목적지 런큐는 LHP 제거기가 수행되고 있는 

런큐이다. 이어서 yield_to() 함수는 런큐에서 다음 번에 

수행되어야 할 태스크를 대상 태스크로 설정하고 현재 

태스크를 블록시킨다. 

둘째, 락 소유자가 임계 구역 수행을 마치고 원래 수행되던 

vCPU로 되돌아가는 경우이다. 이때 이주를 요청하는 

태스크와 이주 대상 태스크가 동일하므로 앞선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이주를 원하는 태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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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vCPU에 프로세서간 인터럽트(inter-processor 

interrupt)를 발생시킨다. 목적지 vCPU의 인터럽트 핸들러는 

워크큐(work queue)에 태스크 이주 작업을 삽입한다. 그러면 

인터럽트가 종료된 직후 수행되는 워크큐 핸들러 태스크가 

__migrate_to()를 호출하여 대상 태스크를 목적지 런큐로 

이주시킨다. 

 

4.3.2 VMM과 호스트 OS의 확장 구현 
 

이 장에서는 vCPU 이주 요청 하이퍼콜과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의 아키텍처 종속적인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vCPU 이주 요청 하이퍼콜 

제안된 기법을 위해 KVM의 하이퍼콜 번호에 vCPU 이주 

요청이 추가되고 이에 대한 서비스 루틴이 구현되었다. 호스트 

OS의 입장에서 vCPU는 일반적인 태스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하이퍼콜의 구현은 사실상 LHP 제거기가 수행하는 태스크 

이주 작업과 동일하다. 

 

 VMM -게스트 OS 공유 메모리 

VMM -게스트 OS 공유 메모리는 VM의 부팅 과정에서 

초기화된다. 게스트 OS는 자신의 메모리 서브시스템의 

초기화가 완료된 후 동적으로 한 개의 페이지를 할당하고 이 

페이지의 게스트 물리 주소(guest physical address, GPA)를 

KVM에게 알린다. GPA를 전달 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KVM에 머신 종속적 레지스터(machine-specific register, 

MSR)가 새롭게 정의되고 이에 대한 쓰기 에뮬레이션 코드가 

구현되었다. 게스트 OS가 해당 MSR에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의 GPA를 쓰면 트랩이 발생하여 KVM의 

에뮬레이션 코드가 수행된다. 그러면 KVM은 해당 VM의 

메모리를 가상화하기 위한 확장 페이지 테이블(extended 

page table, EPT)를 참조하여 쓰기 요청된 GPA를 호스트 

OS의 가상 주소(host virtual address, HVA)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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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M -게스트 OS 공유 메모리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int 타입의 배열 v2p이다. 이때 v2p[i]는 i번째 vCPU가 

수행되고 있는 pCPU 번호를 나타내며, vCPU가 어느 

pCPU에서도 수행되고 있지 않으면 -1이 저장된다. 

vCPU가 스케줄링되고 디스케줄링될 때마다 v2p 배열의 

해당되는 요소를 변경하기 위해 리눅스 스케줄러가 제공하는 

후킹 (hooking) 인터페이스인 preempt_notifier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임의의 vCPU가 선점될 때 v2p 배열의 

해당 요소를 -1로 설정하고, vCPU가 다시 스케줄링될 때 

pCPU 번호를 설정하는 후킹 함수가 스케줄러에 등록된다. 

 

4.4 실험적 평가 
 

이 논문에서는 구현된 리눅스/KVM 기반 가상머신 위에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였다. 4.4.1절과 

4.4.2절에서는 각각 실험 환경과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4.4.1 실험 환경 
 

이 실험은 제안된 VM 아키텍처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스핀 루프 반복 횟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존의 VM 아키텍처 상에서 

수행된 경우와 비교한다. 이 절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워크로드, 

성능 측정 지표, 실험 변수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실험에는 다수의 태스크가 하나의 스핀 락 인스턴스를 놓고 

경합하는 응용을 모델링할 수 있는 합성 (synthetic) 워크로드가 

사용되었다. 이 워크로드는 VM 상에서 수행되는 사용자 레벨 

프로그램과 적재 가능한 커널 모듈의 두 개의 구성요소로 구현된다. 

이 커널 모듈은 적재 시 하나의 스핀 락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초기화한다. 사용자 레벨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복수의 태스크를 

생성하고 이들을 고정 우선순위로 스케줄링시킨다. 각 태스크는 

커널 모듈이 제공하는 ioctl() 시스템콜을 호출하여 커널 모드로 

진입한다. ioctl() 핸들러는 인자로 주어진 횟수만큼 스핀 락을 

획득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 실험에서 임계 구역의 수행시간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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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졌다. 첫째, 블록 기반 동기화보다 스핀 락이 유용해야 한다. 

2.3.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건은 임계 구역의 길이가 문맥 

교환 지연시간 SWD 의 두 배보다 같거나 작을 때 만족된다. 둘째, 

LHP 발생 빈도를 높여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LHP 발생 빈도는 임계 구역의 길이가 길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임계 구역의 수행시간을 2 SWD 로 

설정하였다. 대상 시스템에서 4SWD s 로 측정되었다. 

이어서 vCPU 레벨의 LHP를 발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간섭 VM을 대상 VM과 동시에 수행시켰다. 먼저 간섭 VM은 각 

pCPU마다 하나의 vCPU가 고정(pinning)되어 수행된다. 이때 간섭 

VM의 vCPU들은 수행 가능(runnable)해지면 항상 대상 VM의 

vCPU를 선점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고정 우선순위로 

스케줄링된다. 각 vCPU 상에는 오직 주기적 태스크 하나만이 

수행되므로 간섭 VM의 vCPU는 이들 태스크이 깨어날 때에만 수행 

가능해진다. 

한편 태스크 레벨의 LHP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간섭 태스크들을 대상 VM 상에서 수행시켰다. 각 간섭 태스크는 

대상 VM의 vCPU마다 하나씩 수행되고, 대상 태스크들보다 높은 

고정 우선순위로 스케줄링된다. 이들 역시 간섭 VM 상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과 같은 주기를 갖는 주기 태스크들로 

이루어진다. 

이 실험에서는 위와 같은 워크로드를 수행시키면서 대상 

태스크들이 수행하는 스핀 루프 반복 횟수를 측정하였다. 이때 실험 

변수로 간섭 태스크의 CPU 점유율을 변화시켰다. 이는 선점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스핀 루프 반복 횟수의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간섭 태스크와 VM의 주기는 10ms로 

고정시키고, 각 주기마다의 수행 시간 Tx를 변화시켰다. 이때 간섭 

태스크와 VM의 CPU 점유율은 Tx/10ms * 100(%)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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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스핀 반복 횟수의 측정 
 

태스크 레벨 LHP와 vCPU 레벨 LHP가 발생했을 때 스핀 

반복 횟수의 관측된 최대 값은 각각 그림 38(a)와 그림 38(b)에 

나타나 것과 같다. 그래프의 가로 축은 LHP를 발생시키는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들의 CPU 점유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LHP가 한 번 발생했을 때 지속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그래프의 세로 축은 스핀 반복 횟수의 관측된 최대 값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두 가지 타입의 LHP 모두 제안된 기법에서의 스핀 

루프 횟수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제안된 기법과 기존 VM 

 

그림 38. (a) 태스크 레벨 LHP와 (b) vCPU 레벨 LHP 발생 시 스핀 
반복 횟수의 관측된 최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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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LHP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핀 반복 횟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제안된 기법에서 이 횟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에 비해, 

기존 VM에서는 지수적으로 급증함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들의 CPU 점유율이 90%일 때 제안된 기법에서는 

기존 기법에 비해 무려 458배 짧은 스핀 반복 횟수만이 관측되었다. 

그 결과 VM에서 수행되는 실시간 응용의 대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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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엄격한 계층 구조 원칙에 의해 계층 내부의 

상태에 접근이 불가함에 따라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차계층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최근의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에 적용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개변수적 WCET 예측을 위한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 

이 논문에서는 NAND 플래시의 자원 가용량을 FTL에게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FTL 요청의 WCET를 

매개변수적으로 예측하는 FTL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주어진 FTL 요청을 서비스할 수 있는 FTL 

동작의 시퀀스를 도출한다. 이 시퀀스를 이용해 FTL 요청의 

정확한 WCET가 계산된다. 구체적으로, 페트리네트 기반의 

FTL 아키텍처가 제안되었다. 페트리네트는 제안된 기법의 

WCET 함수로 사용된다. 이는 런타임 자원 가용량을 

매개변수로 하고 이와 FTL 동작 사이의 의존 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한다. 

이 논문은 FTL 아키텍처와 더불어 FTL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이 프로세스에서 FTL 개발자들은 주어진 FTL 

알고리즘으로부터 FTL 동작과 자원을 식별함으로써 

페트리네트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FTL을 구현 합성한다. 

시퀀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페트리네트에 두 

가지 제한조건을 가해졌고, 일반 페트리네트를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페트리네트로 변환시키는 규칙이 함께 제공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검증을 위해 기존 FTL 알고리즘으로부터 

페트리네트를 작성하고 FTL 프로그램과 FTL 동작 시퀀서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WCET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정적 분석에 비해 무려 54배 짧은 WCET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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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안전 동기화를 위한 VM 아키텍처 

이 논문에서는 VMM에 의해 수행되는 vCPU 스케줄링을 

게스트 OS에게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핀 락을 통해 

동기화를 수행하는 태스크들의 불필요한 스핀 대기 시간을 

바운드할 수 있는 VM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과 LHP 제거기를 게스트 OS에 

추가하고, VMM와 게스트 OS 사이에 공유 메모리를 삽입하여 

vCPU 스케줄링 상태에 게스트 OS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한다. 선점 안전 스핀 락 알고리즘은 락 소유자의 태스크 

ID를 락 변수에 내장하고, 락 획득과 소유자 등록이 

원자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락 소유자가 언제 선점 

당하더라도 경쟁자에 의해 소유자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점 안전 스핀 락은 스핀 대기 시간이 임계 값을 넘기면 

LHP 검출과 복구 작업을 차례로 수행한다. 이 논문은 LHP 

검출을 위해 두 가지 타입의 LHP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타입의 LHP를 식별하기 위한 매핑 정보를 규명하였다. 이는 

lock-to-lock holder 매핑, task-to-vCPU 매핑 그리고 

vCPU-to-pCPU 매핑이다. 이 중 처음 두 가지는 각각 선점 

안전 스핀 락 변수와 태스크 스케줄러를 통해 알 수 있고, 

나머지는 VMM-게스트 OS 공유 메모리를 통해 알 수 있다. 

LHP 발생이 검출되면 락 경쟁자는 자신이 수행되던 CPU를 

락 소유자에게 빌려 주어 임계 구역의 수행을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논문에서는 검증을 위해 제안된 기법을 리눅스/KVM을 

확장하여 구현하고 일련의 실험을 통해 스핀 대기 반복 

횟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기법은 LHP에 대한 

고려가 없는 VM에 비해 훨씬 작은 스핀 대기 반복 횟수를 

달성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스핀 대기 반복 횟수는 무려 

458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향후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페트리네트 기반 FTL 아키텍처는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에서 향후 필요한 자원을 미리 생성해 둠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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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기반 메모리 장치의 병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SSD 

RAID와 같은 장치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복수의 플래시 

컨트롤러에 분산시켜 배치한다. 이때 각 플래시 컨트롤러는 

독자적인 FTL을 수행한다. 이때 쓰기 요청의 응답시간은 복수의 

FTL 중 가장 긴 수행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제안된 

기법을 사용하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FTL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FTL들이 유휴 상태로 대기하는 대신 향후 사용될 

자원을 미리 생성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집과 마모 균등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둘째, 선점 안전 스핀 락을 지원하는 VM 아키텍처는 

overprovisioning을 통한 실시간 OS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RTOS의 통합은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파티셔닝하여 각 

RTOS들이 서로 다른 코어에 고정시켜 수행시키는 데 머물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vCPU 간 

선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LHP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달성 가능한 CPU 이용률을 제한시켜 가상화에 

의한 이득을 크게 상쇄시킨다. 제안된 기법은 LHP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바운드함으로써 향후 RTOS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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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ss-Layer Optimizations for Embedded Real-
Time Systems: Their Application to Predictable 
Flash Translation Layers and Virtual Machines 

 

Jonghun Yoo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pired by a huge success in traditional IT products such 

as smartphones and smart TVs, software platforms are rapidly 

adopted in embedded real-time systems such as vehicles and 

avionics systems. A modern software platform is structured in 

a collection of layers so that each layer is only allowed to 

access the immediately lower layer through well-defined 

interfaces. This principle provides each software layer with the 

abilities to be independently developed and ported to other 

systems. However, it often hinders predictable system design 

since it prohibits each layer from accessing other layers’ 

internal states that would be needed for precise prediction of 

timing behaviors of the system. Cross-layer optimization is a 

viable solution to such a problem. It makes one layer’s internal 

states visible to other layers so that they can be exploited for 

boosting system predictability as well as performance. In this 

dissertation, two cross-layer optimization techniques are 

proposed to solve problems arise in modern embedded real-

time systems. One is predicting worst-case execution times 

(WCETs) of flash translation layer (FTL) requests and the 

other is bounding worst-case waiting times (WCWTs) of tasks 

running on a virtual machine (VM). 

First, this dissertation proposes Petri net-based F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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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for predicting WCETs of FTL requests. Accurate 

WCET of FTL requests cannot be estimated without exploiting 

run-time resource availability since execution times of FTL 

request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it. Conventional static 

analysis estimates pessimistic WCET when a program exhibits 

a huge variance in its execution time because the worst-case 

resource availability is assumed. On the other hand, parametric 

analysis can compute accurate WCET for each instance of 

program execution since it formulates WCET function and 

computes it at run-time by instantiating program inputs. Thus, 

parametric approach is suitable for FTL. However, existing 

parametric analysis techniques derives WCET function from 

programming language constructs and cannot take run-time 

resource availability into account when in the formulation. 

In this dissertation, FTL architecture is presented where 

run-time resource availability is exposed to FTL which 

exploits it to parametrically compute WCET of FTL requests. In 

the proposed approach, WCET function and parameters are 

Petri net and run-time resource availability, respectively. This 

dissertation also presents an FTL development process where 

FTL developers construct Petri net from a given FTL algorithm 

and implement it. An optimal algorithm that can compute a given 

FTL request at run-time is also present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technique computes much 

accurate WCET than static analysis. The estimated WCET was 

54 times shorter than that static WCET. 

Second, this dissertation proposed VM architecture that 

enables preemption-safe spin lock for bounding worst-case 

waiting time of tasks running on a VM. When spin locks are 

used for multi-processor synchronization, lock contenders 

must busy-wait until a lock becomes available. When a 

contender spins while the lock holder is preempted, it is said to 

be performing useless spin-wait. In the worst case, useless 

spin-wait can last indefinitely. It causes huge waste of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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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as well as unpredictable response times. In 

conventional VM architecture, hypervisor and guest OS are 

strictly separated via layering principle. This prohibits the 

guest OS from exploiting vCPU scheduling performed by the 

hypervisor to know whether a lock holder is preempted. 

To overcome such a limitation, this dissertation proposes 

VM architecture where vCPU scheduling is exposed to guest 

OS. Such information is exploited by tasks to perform LHP 

recovery where a lock contender lends its CPU to the 

preempted lock holder to finish its critical section. In the 

proposed architecture, preemption-safe spin lock algorithm 

substitutes for the legacy spin lock algorithm to perform LHP 

detection and recovery at run-time. Proposed technique can 

provide linear bound to the worst-case useless spin-wait time 

of a task running on a V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rchitecture can greatly reduce the spin-wait times 

compared to the legacy VM architecture. Specifically, spin-wait 

iteration count was reduced by 458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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