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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검사점 및 복구 도구(Checkpointing & Recovery Facility)를 이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결함 허용 

(Fault Tolerance) 기법을 적용할 경우 쓰기 작업의 오버헤드로 인해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실시

간 운영체제와 함께 어떠한 한계 상황에서 결함 허용 및 복구 도구가 오히려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는 결국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프로세스의 복구

를 위해 저장하는 프로세스 이미지의 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낮추어야만 비로소 검사점 도구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VSRAM(Non Volatile SRAM)을 검사점 및 복구 도구의 저장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의 검사점 도구에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이었던 검사점 기록의 오버헤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검사점 기록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세스의 복구와 관련된 데이

터를 SRAM 특성을 갖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인 NVSRAM에 저장하여 디스크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

소화시킴으로써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검사점 도구를 구현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에서 저장 장치로 사용되던 플래시 메모리, 주 메모리, 원격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의 성능과 NVSRAM을 활용할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결함 허용 도구는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며, 차세대 메모리를 이용한 결함 허용 도구의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상당수의 임베디드 시스템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

을 신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업무들은 오

류 는 결함 발생 등의 이유로 정상 인 수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

다. 따라서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오류를 극복하기 한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장치가 필요하다. 

  범용 컴퓨터, 분산 컴퓨  환경, 병렬 컴퓨  환경에서

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인 결함이나 소 트웨어 인 결

함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하기 해 하드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과 소 트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이 

연구되어 왔다. 랩탑(laptop) 컴퓨터의 경우 배터리 잔량

이 얼마 남지 않아 시스템이 곧 종료되는 경우 메모리에 

남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두는 하이

버네이션(hibernation)[1] 을 이용하여 결함에 비한다. 

장 장치에 해서도 결함에 한 비책이 많이 용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RAID(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or Inexpensive) Disks)[2] 가 그 이다.  

RAID는 여러 개의 하드 디스크를 하나의 가상 디스크

(Virtual Disk)[3] 로 구성하여 용량 장장치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를 

분할 장하여 송속도를 향상시키고, 시스템 가동  

생길 수 있는 하드 디스크의 에러를 시스템 정지 없이 

교체하여 데이터의 자동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다.  

  이 외에도 서버(server)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경우,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를 두 개 이상 

배치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해도 체 결과에 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는 구성 요소 수  내결함성[4] 이라 불리

는 하드웨어 복(hardware redundancy)의 기법을 사용

한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은 부가 인 

하드웨어 장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체 시스템의 비용

이 증가되는 결과를 래한다. 

  소 트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으로는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을 측하여 회피하기 한 방 에러 복구 기법

(forward recovery)과 오류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

하기 한 후방 에러 복구 기법(backward recovery)이 

있으며, 시스템에서 발생될 오류를 모두 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후방 에러 복구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후방 에러 복구 기법의 표 인 알고리즘은 검사  

 복구 도구(Checkpoint and Recovery Facility)[5] 이

며, 이는 수행 인 로세스의 상태를 주기 으로 안

한 장 장치에 장하 다가 결함이 발생 을 때, 장

된 로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로세스를 복구시키는 방

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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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트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은 하드웨어 인 기법

과는 달리 부가 인 하드웨어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으나, 구조  

오버헤드(structural overhead)와 수행 직업의 지연 오버

헤드(operational time overhead)가 발생하게 된다. 검사

 연산을 수행하기 해 만들어지는 부가 인 코드 부

분에 해당하는 구조  오버헤드는 소 트웨어 인 방법

으로 인한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행 작업의 지연 

오버헤드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까지

는 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얻기 한 과정에서 발생되

는 오버헤드(extraction overhead)에 을 맞추어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디스

크에 장하기 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버헤드(saving 

overhead)는 장 매체의 발달에 따라 자연 으로 개선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된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검사  도구를 별도의 장 공간과 소 트웨어 

인 요소를 결합하여 장 시간의 오버헤드를 개선하기 

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재까지의 하드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과 소 트웨

어 인 결함 허용 기법은 모두 범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  구 된 방법들이기 때문에 범용 시스템과는 다

른 특성을 갖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용시키기에는 합

하지 않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드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인 하드웨어 복

의 경우, 비용 상승의 문제와 더불어 시스템의 물리 인 

크기 한 증가되는데, 이는 가격과 소형화라는 임베

디드 시스템의 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둘째, 소 트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인 검사  도구

를 용시킬 경우,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용량 비휘발성 

장 장치가 아닌 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사용

하기 때문에 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구 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검사 을 만들어 내기 한 연산에 의해 

발생되는 오버헤드와 만들어진 검사 을 장 장치에 

장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에 의한 오버헤드를 최소화시

킬 수 있어야만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장 요한 특성 

에 하나인 실시간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나열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에 

최 한 부합하는 형태의 결함 허용 도구를 제안한다. 제

안하는 결함 허용 도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검사 을 장하기 한 장 장치로써 

NVSRAM(Non-Volatile Static RAM)[11]을 사용하고,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검사 을 생성  이를 이용한 복

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ARM 로세서 기반의 검사  

 복구 도구를 구 한다. User-directed[6] 방식의 검

사  형성 시스템 호출을 통해 로세스가 명시 으로 

검사 을 형성하도록 하며, 가상메모리 기반의 검사  

형성[14], 가상메모리 기반의 진  검사  형성[14], 

페이지 기반의 진  검사  형성[12] 등의 검사  형

성 방법을 구 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한 이러한 검

사  도구를 통해 검사 을 만들고 이를 장할 때, 

장 장치로써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

되는 래시 메모리에 검사 을 장할 때와 원격 시스

템의 메모리(SDRAM)에 검사 을 장할 때, 로컬 시스

템의 램디스크에 검사 을 장할 때, 그리고 NVSRAM

에 검사 을 장할 때와 복구할 때의 성능의 차이를 보

임으로써 제안된 방법이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효과

인 방법임을 증명한다.

2. 본론

  지 까지의 결함 허용 기법은 주로 범용시스템, 서버

시스템, 분산시스템, 병렬시스템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후방 에러 복구 기법(backward recovery) 

으로 알려진 검사   복구 도구에 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수행되었다. 

  재까지 제안된 검사   복구 도구[6,12,13] 는 범

용시스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  장을 한 

장치로써 하드디스크가 사용 된다. 장 장치로써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검사 을 형성하기 한 오버헤

드 외에도 검사  데이터를 기록하기 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버헤드를 이기 한 방법으

로 페이지 단 의 진  검사  도구[12] 가 제안되었

지만 검사  기록에 드는 오버헤드는 하드디스크의 특성

상 여 히 해결되지 않았다. 병렬시스템을 기반으로 설

계된 Diskless checkpointing[13] 에서는 버스를 통해 

공유되는 메모리에 검사 을 장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디스크에 검사 을 기록하기 해 발생되는 오버헤드를 

해소하 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결함 허용 기법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복과 소 트웨어  결함 허용 기법

인 검사   복구 도구를 융합시킨 형태의 검사  도구

를 제안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 합한 결함 허용 기법

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한다.

  본 장에서는 소 트웨어 인 결함 허용 도구로써 본 

논문의 설계  구 에서 용시킬 검사   복구 도구

에 한 분석을 통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 용시키기 

한 방법에 해 알아보고 검사   복구 도구의 오버

헤드를 이기 한 알고리즘들에 해 분석해 으로써 

가장 작은 오버헤드를 갖는 검사   복구 알고리즘을 

용하려 한다.

2.1 검사   복구 도구 (Checkpointing & Recovery 

Facility)

후방 에러 복구(backward error recovery) 기법으로 알

려진 검사 (checkpoint)  복구(recovery) 기법은 

상하지 못한 결함을 허용할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 소

트웨어 결함 허용 기법에서 아주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기법은 시스템에 결함 허용을 제공하기 해 범

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장시간 동안 수행되는 로그램에 

결함 허용을 제공하기 해 단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검사   복구 도구는 시스템 상의 로세스들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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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상태로 수행되는 도 에 각 로세스의 상태를 

주기 으로 안 한 장소(디스크)에 장하여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 을 때 최근 장된 상태로부터 로세스

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시스템에 결

함이 발생하더라도 로세스가 잃어버리는 작업을 최소

화함으로써 결함 허용을 제공할 수 있다. 장된 로세

스의 상태를 검사 (checkpoint)이라 하고, 이 의 검사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차를 복구(recovery)라

고 한다. 

  일반 으로 로세스의 검사 을 만들기 해 상이 

되는 실행 로그램에 주기 으로 인터럽트를 걸고 로

그램의 상태를 디스크에 장한다. 장되어야 할 정보

에는 하드웨어 지스터 상태와 로세스의 메모리 상태

를 포함한다. 복구 시에는 메모리 상태와 지스터 상태

가 재구성되어 검사 의 상이 되었던 로그램들은 마

지막 검사  지 부터 계속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단일 로세스 시스템 환경에서 검사   복구 도구

는 운 체제의 커  수 에서 구 할 수도 있으며, 사용

자 라이 러리 수 에서 구 할 수도 있다. 사용자 라이

러리 수 에서 구 하는 검사   복구 도구는 사용

자 로그램과 라이 러리를 링크시킴으로써 응용 로

그램의 상태를 장할 수 있게 한다. 이 기법은 사용자

나 로그래머에게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는 반면 라이

러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

이 있다. 

  첫째, 커  내의 모든 주소 공간을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근할 수 있는 로세스와 

련된 모든 정보를 검사 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

다. 즉 응용 로그램은 운 체제를 리하는 메모리 

역에서 매우 제한된 근 권한을 가지며 복잡한 작업을 

통해 상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존하는 부분의 검사

 라이 러리들은 popen() 이나 시그 을 제 로 지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세스의 데이터 세그먼트의 

주소 공간의 크기를 변경시키는 등의 시스템 콜도 제

로 지원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커  수 에서 구 하는 

검사   복구 도구와는 달리 복구를 어느 정도까지 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없거나 복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고, 검사 을 만들기 해서는 응용 로그

램이 시스템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 이 

있다. 

  둘째, 응용 로그램을 검사 을 해 제공되는 라이

러리와 링크시켜 재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응용 로

그램의 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약 이 있다. 

운 체제 커  수 에서 구 하는 검사   복구 도구

는 검사 을 한 시스템 호출과 복구를 한 시스템 호

출을 운 체제에 추가함으로써 구 할 수 있다. 운 체

제 커  수 에서 검사   복구 도구를 구 함으로써 

메모리나 지스터 역의 상태를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외부시스템의 상태로 근하기가 쉬울 뿐만 아

니라 검사 의 오버헤드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Kckpt[6]에서 제안된  User-directed checkpoint[6] 

는 로세스에서 검사 을 생성하기 한 시스템 함수를 

명시 으로 호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로세스의 상태

를 주기 으로 장하게 되고, 이 때 로세스가 사용하

는 메모리 역은 가상메모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그림 1> 은 리 스에서 로세스가 차지하는 선형 

주소 공간에 해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 역에 한 가

상 메모리 기반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선형 주소 공간에서 로세스가 차지하는 메모

리

  <그림 1> 의 가상메모리에서 mm_struct 타입의 

mmap 포인터가 가리키는 vm_area_struct 타입의 vma 

포인터는 vm_start, vm_end, vm_next 등의 필드들로 이

루어진 연결 리스트로써 각각의 리스트는 로세스의 공

유메모리 비롯하여 텍스트, 데이터, 스택 역을 가리키

게 된다. Kckpt 에서의 검사  형성을 한 시스템 호출

은 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변화 여부에 계없이 

주기 으로 로세스의 상태를 장하게 되어 오버헤드

가 크다. 

  검사   복구 도구를 통한 소 트웨어  결함 허용 

기법에서는 오버헤드를 최소화시키기 한 여러 가지 방

법이 제안되었다. Kckpt에서의 무조건 인 로세스 상

태 장과는 달리 각각의 메모리 청크를 단 로 하여 변

화가 생긴 부분만을 디스크에 쓰기 한 진  가상메

모리 기반의 검사   복구 도구[14] 가 제안되었고, 

Kckpt에서 Forked checkpoint를 제안하여 검사  형성

을 한 로세스를 생시켜 원래의 로세스가 검사

을 형성하느라 작업 수행에 지연이 발생되는 상을 방

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15] 에서는 오버헤드를 좀 더 효율 으로 개선

하기 하여 가상메모리 기반이 아닌 페이지 단 의 검

사   복구 도구를 제안하 다. 여기에서는 로세스

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페이지 단 로 검사하여 변화가 

발생된 페이지만을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검사

 형성에 발생되는 오버헤드를 이고자 하 다.   

  하지만 앞서 언 한 모든 형태의 검사   복구 도구

는 비휘발성 장 장치로써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형성에 따르는 오버헤드를 근본 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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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게다가 임베디드 시스

템에서는 장 장치로써 거의 부분 하드디스크가 아닌 

래시 메모리 는 래시 롬, EEPROM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을 기반으로 한 검사   복

구 도구의 구 이 필요하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은 로세

스 이미지를 주기 으로 담은 검사  데이터를 

NVSRAM에 장하고, 이를 이용한 복구 방법을 통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향상된 검사   복구 도구가 

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림 2. NVSRAM 을 통한 검사  장

2.2  하드웨어 복 기법 (Redundancy)

  하드웨어 인 결함 허용은 어떤 한 부품에 장애가 생

겼을 때 비 부품이나 차가 즉시 그 역할을 체 수

행함으로써 서비스의 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결함 허용 서비스는 소 트웨어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경

우도 있지만, 하드웨어에 내장된 형태 는 몇 가지가 

조합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소 트웨어에서의 구

을 살펴보면, 운 체계는 로그래머가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 미리 정해진 시 에 매우 요한 데이터를 검사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하드웨어 차원에서, 결함 허용은 각 하드웨어 부품들

을 이 화함으로써 달성된다. 디스크들은 당연히 미러링

되며, 다  로세서들이 서로 계단 모양으로 묶여 있어 

각자가 내놓은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게 된다. 이상이 

발생되면 장애가 생긴 부품이 운  라인에서 즉시 배제 

되지만, 컴퓨터 시스템은 평상시처럼 기능을 계속하게 

된다. 

  분산시스템에서 하드웨어 복을 통한 결함 허용 기법

이 많이 사용되지만, 동일한 장치를 여거 개씩 사용하게 

되므로 많은 비용 상승을 래하게 된다.

하드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 에서 운 체제가 시스템

의 원이 방 되기 에 주기억장치(RAM)의 내용을 

하드디스크와 같은 비휘발성 장장치(non-volatile 

storage)에 기록하는 것을 하이버네이트(hibernate)라고 

한다. 하이버네이션(hibernation)과 하이버네이트에 의해 

장된 데이터를 이용한 복구는 일반 으로 콜드부트

(cold boot) 보다 빠르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도 

가능하다. 하이버네이션을 사용하기 해서는 하드디스

크의 남은 공간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주기억장치의 용량

보다 커야 한다. 

  Windows 계열에서는 ‘Windows 2000’ 이상의 버 에

서 하이버네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드바이스 드

라이버가 필요하지 않다. 

Linux에서는 ‘소 트웨어 서스펜드-2’ 라 불리는 리 스 

커  패치를 별도로 제공하여 하이버네이션을 지원한다

[1].

  하드웨어 인 측면에서의 결함 허용 기법들은 하드웨

어의 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소 트웨어 인 방

법에서처럼 수행 인 로세스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정 인 데이터를 상으로 구 된다. 한 소 트

웨어 인 결함에 의해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이 아닌 하

드웨어 자체의 오류에 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로세스 단 의 결함 허용을 꾀할 수는 없다.

2.3 복합 결함 허용 (Hybrid Fault Tolerance)

  앞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지 까지 제기되었던 결

함 허용 도구들은 모두 범용 컴퓨터 는 분산 시스템에

서 합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한정 인 자원을 

갖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용하기 어렵거나 효율

인 성능을 나타내기 어렵다.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에서의 검사   복구 도구를 

구 하기 해서는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Kckpt에서 

언 했던 User-directed 형식의 검사   복구 도구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구 하고자 하는 경우,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범용 컴퓨터와는 달리 하드디스크와 같은 

용량 비휘발성 장 장치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일을 래시 메모리 상에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래시 메모리의 특성과 래시 메모리를 한 리 스 

운 체제에서 지원하는 일시스템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 한 부분 ARM 계열의 CPU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의존 인 운 체제의 코드들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 했던 하드웨어 인 결함 허

용 기법과 소 트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의 장 들을 

뽑아 임베디드 시스템에 최 화시킨 결함 허용 기법을 

제안한다. 

  먼  하드웨어 인 결함 허용 기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드웨어 복을 통해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유실될 가

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장한다. 이를 한 장 장치로

써 NVSRAM을 사용하 다. NVSRAM은 일반 시스템에

서 메모리 장치로 사용되는 SDRAM에 비해 빠른 근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가 유

실되지 않는다. 하지만 SRAM의 특성으로 인해 용량 

데이터를 장하기 어려우며 물리 인 크기가 증가되는 

단 이 있고, SDRAM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시스템의 

체 메모리를 NVSRAM에 백업한다면 DRAM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NVSRAM을 사용해야 하므로 시스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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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만, 하이버네이션처럼 체 

메모리 역을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로세스에 

한 검사  일만을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로세스의 개수와 각 로세스

가 생성하는 검사  일의 크기만을 고려하여 

NVSRAM의 크기를 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VSRAM을 개발 보드의 확장 메모리로 인식시키기 

한 하드웨어 설계를 포함한다. 재 매되고 있는 

NVSRAM의 최  크기가 2MB 이므로 8개의 NVSRAM

을 가진 회로를 구성하여 총 16MB 크기의 검사  장

소를 사용한다. <그림 3> 에 16MB 크기를 갖는 

NVSRAM의 회로 설계를 보인다. NVSRAM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램디스크[16]가 갖는 장 을 최 한 살

리면서 램디스크의 단 인 데이터의 휘발성을 극복하기 

함이다. 

그림 3. 16MB의 NVSRAM 회로

  다음으로 소 트웨어 인 기법인 검사   복구 도구

를 용함에 있어 검사 의 크기를 최소화시키고 검사  

생성에 따른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페이지 기반의 

진  검사  도구[12,15]를 사용한다. 페이지 기반의 

진  검사   복구 도구는 페이지 단 로 이  검사

과 변경된 페이지가 있는지 검사를 수행하여 변화가 생

긴 페이지만을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상메

모리 기반의 검사  형성에 비해 빠른 성능을 보인다.

3. 실험  결론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검사   복구 도

구를 임베디드 시스템에 용시켰을 때의 검사  형성 

 검사  기록 그리고 복구에 따른 오버헤드와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복합 결함 허용 도구를 임베디드 시스템

에 용시켜 검사  형성  기록 그리고 복구에 따른 

오버헤드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을 통한 성능 

향상을 증명하려 한다. 

  JFFS2 일시스템 기반의 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검사   복구 도구의 성능과 

일반 인 메모리를 나타내는 DRAM에서의 성능, 원격의 

DRAM을 이용했을 때의 성능,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NVSRAM을 램디스크 형태로 사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검사   복구 도구의 수행 시간 비교를 

보인다. 

  이 때, 연산 오버헤드는 배제하고 단지 검사  기록의 

오버헤드만을 측정하기 해 커  수 에서 검사  기록

이 시작되는 부분과 검사  기록이 끝나는 부분의 시간

차를 구해보았다. 한, 검사 을 호출하는 응용 로그

램을 검사 의 크기가 작게 형성되는 것과 검사 의 크

기가 다소 큰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두 가지를 사용하

여, 래시 메모리 기반의 시스템과 NVSRAM 기반의 시

스템에서 검사  크기에 따른 오버헤드도 비교해 보인

다. 

  검사  알고리즘에 따른 오버헤드의 측정을 해 연산

과 기록을 하나의 로세스에서 함께 처리하는 형태의 

일반 인 검사  알고리즘과 다  로세서 기반에서 병

렬처리를 해 제안된 연산과 기록을 분리하여 각각 다

른 로세스가 처리하도록 만든 포크 체크포인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성능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한, 검사  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장 매체의 종

류에 따라, 그리고 검사  알고리즘에 따라 측정해 보았

다. 래시 메모리를 장 매체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검

사  알고리즘이 검사  기록 시간에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장 매체에서는 알고

리즘이 검사  기록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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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asic CKPT에 의한 장 장치 종류에 따른 데

이터 기록 시간

Forked CKPT에 의한 저장 장치 종류에 따른 데이터 기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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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orked CKPT에 의한 장 장치 종류에 따른 

데이터 기록 시간

  <그림 4>는 가상메모리를 기반으로 검사 을 만드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로컬시스템의 메모리, 원격시스

템의 메모리, 래시 메모리, 그리고 NVSRAM 각각에 

검사 을 기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고, 

<그림 5>는 동일한 장 장치를 상으로 포크된 검사

 도구를 이용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인 <그림 4, 5> 에서 SDRAM을 이용하는 

램디스크를 장 매체로 이용할 때의 검사  기록 시간

이 약 70ms/1MB 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NVSRAM을 이용한 검사  기록 시간은 약 280ms/1MB 

로 SDRAM 보다 약 4배 가량 더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VSRAM 은 래시 메모리에 비해서는 

읽기와 쓰기 연산 모두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SDRAM에 비해서는 읽기와 쓰기 연산 모두 더 많은 시

간이 소모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NVSRAM을 검사  장 장치로 사용

할 경우 SDRAM 만큼은 아니지만, 래시 메모리나 원

격 메모리를 검사  장 장치로 이용할 때 보다는 검사

 기록의 오버헤드를 훨씬 게 만들 수 있었다. 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의 력 소모까지 고려한다면 

NVSRAM은 더욱 효율 인 장 장치로써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까지는 NVSRAM 의 단가가 상당

히 비싼 편이고, 물리 인 크기 한 큰 편이기 때문에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에 용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

되지만 시스템에서 한 역할을 하는 일부 로세스에 

한해서는 NVSRAM과 같은 메모리를 검사  장 장치

로 활용함으로써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검사   복구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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