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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  스 드 로그램의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  스 드 로그램의 정확한 실행 의미를 정의하고 

실행 의미를 바탕으로 다  스 드 로그램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도 요하다. 메모리 모델은 로그램의 

메모리 행 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명세하여 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될지를 명세 한다.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메모리 모델은 순차 일 성 메모리 모델(Sequential Consistency Memory Model)이다[1]. 하지만 

순차 일 성 메모리 모델은 소 트웨어의 최 화를 표 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자바 메모리 모

델이 제안되었다[2]. 자바 메모리 모델은 주어진 로그램과 주어진 실행 결과(Execution)를 받아들여서 

로그램에서 실행결과가 허용되는지를 알려 다. 재 자바 메모리 모델은 자바 표 으로 정의되었다[3]. 

 아직까지 자바 메모리 모델에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검증 도구를 개발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

는다. 자바 메모리 모델을 지원하는 검증 도구를 개발하기 해서 Jeremy Manson 에 의해서 개발된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4]를 SMT 기반으로 구 하 다. 기존에 만들어진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

는 스 드 개수가 많아지거나 구문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바 메모리 모델에서 가능한 실행 결과를 효율 으로 계산하기 해서 SMT 기반으로 자바 메모리 모델

의 행 를 표 하 다. 

2. 배경 지식

자바메모리 모델은 동기화 되지 않은 소 트웨어와 실행 결로가 주어졌을 때 실행 경로가 소 트웨어에서 

올바른 실행 경로인지 단한다. 만일 잘 동기화된 소 트웨어의 경우 주어진 소 트웨어의 구문 순서 로 

실행 하여도 된다. 하지만 동기화 되지 않은 소 트웨어의 경우 컴 일러 혹은 하드웨어 등에서 최 화를 

수행할 수 있고 최 화를 수행하면 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모든 실행 결과를 표 하기 해 자바에서는 자바 메모리 모델을 표  메모리 모델로 제정하

다. 

3. SMT 기반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션 

자바 메모리 모델의 잘 구성된 실행 결과를 기호 으로 표 하기 해서 우리는 SMT 를 이용한다. 기호

 표 은 2단계로 표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수행된 행 의 집합을 기호 으로 표 한다.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잘 구성된 실행결과가 되기 한 조건을 기호 으로 표 한다. 

1) 본 연구는 경기도의 경기도지역 력연구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2007-081-7, 효과 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한 상황 인식 정보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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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메모리 모델 에서는 수행된 집합 를 반복 으로 계산한다. 수행된 행 의 집합을 표 하기 해 

행 가 재 수행된 집합 에 속해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도입한다. 모든 행  ∈에 해서 이진 

변수 는 재 번째 단계에서 행 가 수행된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나타낸다. 이후 메모리 모델에서 설명

하는 규칙을 SMT 에 알맞게 표 하고 주어진 멀티 스 드 소 트웨어 구성에서 번 단계만큼 반복 으

로 계산하게 하면 SMT 해결기 에서는 하나의 실행 결과를 알려 다. 이때 나온 실행 결과를 부정한 식을 

원래 식에 추가하면 이 에 나온 결과 이외의 다른 실행 결과가 생성된다. 이 과정을 불만족(Unsat)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반복 으로 수행하면 모든 가능한 실행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 

4. 사례 연구

 아래의 표에서 기존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11]와 SMT 기반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의 수행 

시간을 비교한다. SMT 해결기는 Yices 를 이용하 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검사를 수행하 다. 

표1. 시뮬 이터의 성능 비교 

테스트 모델 기존 시뮬 이터  SMT 기반 구

cnflictingingWrites 38.3 0.21

CompilerOpt2 0.01  0.01  

CompilerOpt3 149.2 0.52

표 1에서는 총 3개의 로그램에 해서 기존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와 SMT 기반 메모리 모델 시

뮬 이터의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첫 번째 제에서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에서는 38 의 시간이 

걸려서 15 개의 실행 결과를 계산하 다. SMT 기반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를 이용할 경우 동일한 

개수의 실행결과를 0.2  정도의 시간 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제는 기존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로 실행 결과를 계산할 경우 0.01  이내에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만일 두 번째 스 드

와 동일한 스 드를 추가하여 총 3개의 스 드가 실행 될 경우 실행 결과를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9 로 증가한다. 하지만 SMT 기반 자바 메모리 모델 시뮬 이터에서는 1  이내의 시간에 모든 결과를 

계산할 수 있었다. 

5. 결론 

기존의 부분의 멀티 스 드 소 트웨어 모델 체킹 도구는 멀티스 드 소 트웨어의 모든 행 를 검사하지 

못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멀티 스 드 소 트웨어의 모든 행 를 계산하는 시뮬 이터를 개발하 고 

기존 개발된 도구가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비해 약 1 정도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행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로그램은 실제 자바 소 트웨어가 아니라 멀티스 드 소 트웨어

의 간략 화된 표 이다. 따라서 실제 멀티 스 드 자바 소 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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