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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formance Evaluation on Classic Mutual Exclusion Algorithms for 

Exploring Feasibility of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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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tual exclusion is originally based on the theory of race condition prevention in symmetric multi-processor operating systems. 

But recently,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multi-core processors, its application range has been rapidly shifted to parallel processing 

application domain. POSIX thread, WIN32 thread, and Java thread, which are typical parallel processing application development 

environments, provide a unique mutual exclusion mechanism for each of them. Applications that are very sensitive to performance in 

these environments may want to reduce the burden of mutual exclusion, even at some cost, such as inconvenience of coding. In this 

study, we implement Dekker's and Peterson's algorithm in the form of busy-wait and processor-yield in various platforms, and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m with the built-in mutual exclusion mechanisms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the classic algorithm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Dekker's algorithm of processor-yield type is superior to the built-in mechanisms in POSIX and WIN32 thread 

environments at least 2 times and up to 70 times, and confirms that the practicality of the algorithm is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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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배제 알고리즘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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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호배제는 원래 다 처리기 시스템을 지원하는 운 체제의 경쟁상황 방 이론에서 출발하 으나, 최근에는 다 코어처리기의 일반화

로 그 용범 가 격하게 병렬처리 어 리 이션 역으로 이동되었다. POSIX 스 드, WIN32 스 드, Java 스 드 등이 표 인 병렬

처리 어 리 이션 개발환경인데, 이들은 각자 고유한 상호배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환경에서 성능에 매우 민감한 어 리 이

션들은 코딩의 불편함 등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상호배제를 한 부담 경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스 드 사이에

서 Dekker와 Peterson 알고리즘을 랫폼별로 바쁜 기와 처리기 양보 형태로 구 하여 각각의 고유 상호배제 메커니즘들과의 성능을 비

교하고, 그 알고리즘들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POSIX  WIN32 스 드 환경에서 처리기 양보 형 Dekker 알고리즘이 최소 2배에

서 최  70배까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 알고리즘의 실용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 상호배제, Dekker 알고리즘, Peterson 알고리즘, POSIX 스 드, WIN32 스 드, Java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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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상호배제는 둘 이상의 로세스가 공유 데이터에 근하

여 읽기ㆍ연산ㆍ쓰기를 비동기 으로 시도함으로써 나타나

는 경쟁상황(race condition)이 존재하는 임계 역을 보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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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개념으로, 컴퓨터과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고  주

제이다. 애 의 상호배제 필요성은 다 처리기(병렬처리) 

시스템의 운 체제 내에서 필연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쟁상황을 해결하려는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도 운 체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 처리기 운 체

제를 보호하기 해서 처리기들을 주(master)ㆍ종(slave)으

로 분리하여 주 처리기 하나에게만 운 체제 진입을 허용

하기도 하지만[1], 확장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모든 처리기

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운 체제에 진입할 수 있는 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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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SMP: Symmetric Multiprocessing) 시스템 도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텔의 다 코어처리기 보

의 일반화로 이를 탑재하고 있는 주변의 거의 모든 유닉스ㆍ

리 스ㆍ 도우 운 체제가 SMP 모드로 운  이고, 어

리 이션들은 이러한 SMP의 특성에 힘입어 병렬처리에 

의한 성능향상을 해 다 스 드 기반 로그래 이 일상

화되고 있다. 즉, 상호배제 개념은 더 이상 시스템 로그

래  수 에 머물지 않고 격하게 일반 어 리 이션 

로그래  역으로 확 된 것이다. 이런 실에서 다 스

드 로그래 에 필수 인 상호배제 원리를 어려워하는 일

선 교육기 의 다수 소 트웨어 공 학생들을 한 특

별한 교육 방법론[2]이 제안되기도 하고, 어 리 이션 수

에서 상호배제를 인식하지 않고 근할 수 있는 원자  연

산 자료구조나 입ㆍ출력 동기화에 기반한 메시징 기법 등

을 활용하는 이른바 잠  없는(lockless or lock-free) 병렬 

로그래  기법[3, 4]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상

호배제 기법을 완 히 도외시하는 병렬 로그래 은 상상

할 수 없다. 두 로세스 사이에서 특별한 하드웨어 기계 

명령어 지원을 받지 않고 공유 변수를 이용한 순수한 소

트웨어 상호배제 알고리즘이 Dekker에 의해 최 로 고안되

었고[5], 이를 보다 간편하게 변형시킨 알고리즘이 Peterson

에 의해 제안된 바 있는데[6], 이들 고  알고리즘은 교육 

 이론  연구 차원에서 단편 으로 인용될 뿐이고 최근

에는 주로 분산 모바일 환경 분야에서의 상호배제 방법론

이나[7-9] 상호배제 알고리즘 자체의 증명방안[10, 11]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  상호배

제 알고리즘의 단순 구 을 다뤘던 연구[12]를 기반으로 성

능 측면에서 이들 알고리즘의 실질  활용 가치에 한 탐

색을 시도한다. 이를 하여 POSIX 스 드, WIN32 스

드, 그리고 Java 스 드 환경에서 상호배제가 필요한 두 스

드를 동기화하는 이들 고  알고리즘의 상호배제 부담

을 각 스 드 고유 상호배제 메커니즘들과 비교ㆍ분석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한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2장에서 두 알고리즘의 

실제 구 을 한 논 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실험 계획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랫폼별 성능 측정결과를 분석ㆍ평가

한다. 그리고 5장의 결론으로 맺는다. 

2. 고  상호배제 알고리즘  구  논

2.1 Dekker 알고리즘

Fig. 2는 Fig. 1의 Dekker 알고리즘[5]을 C언어 스타일의 

의사코드 형태로 표 한 것인데 상호배제와 련된 부분

의 문헌들이 이와 유사한 표 을 사용한다. 오늘날 크게 진

된 컴퓨  환경에서 이 알고리즘을 구 하기 해서는 아

래와 같이 몇 가지 논 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컴 일러 상수 (constant propagation) 최 화

공유변수에 하여 다른 처리기가 임의 시 에 근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Fig. 2의 ①, ② 부분은 굳

이 메모리에서 turn 변수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 일러는 성능향상을 해 에서 읽은 값 false를 그 로 

사용하는 최 화를 시도할 것이므로 이 알고리즘은 실패한

다. 이를 방하기 해서는 volatile 특성의 변수를 명시하

거나 이러한 최 화를 거부해야 한다. 

 

Fig. 1. Dekker's Algorithm

variables

  flag[2] : array of 2 booleans with initial value false

  turn   : integer with initial value 0 or 1 

p0:

do {

③ flag[0]← true;

④ while(flag[1]) {

     if (turn ≠ 0) {

       flag[0] ← false;

    ① while (turn ≠ 0)

    ⑥    ;

⑤      flag[0] ← true;

     }

  }

  turn ← 1;.

  ... // critical section

  flag[0] = false;

  ... // other section

} while(p0_not_end);    

p1:

do {

  flag[1] ← true;

  while(flag[0]) {

     if (turn ≠ 1) {

       flag[1] ← false;

    ② while (turn ≠ 1)

          ;

       flag[1] ← true;

     }

  }

  turn ← 0;.

  ... // critical section

  flag[0] = false;

  ... // other section

} while(p1_not_end); 

Fig. 2. Pseudo Code for Dekker'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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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기 메모리 근 재정렬(memory reordering)

고도로 진 된  처리기들은 최종 결과가 동일하다는 

제 하에 기계명령어(인스트럭션)의 배치 순서와 계없이 

읽기(load)ㆍ쓰기(store)의 순서를 실행시간에 변경하여 메모

리 뱅크 분리에 따른 버스 사용률 향상이나 캐시 정책의 효

율화를 추구한다[13]. 이런 에서 Fig. 2의 ③(flag[0] 쓰

기)과 ④(flag[1] 읽기)의 실행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만약 

다른 로세스 p1이 없다면 그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두 처

리기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실패한다. 이를 방하기 해서

는 실행시간 메모리 근 순서가 지켜져야 할 양쪽 기계 명

령어 사이에 메모리 근 재정렬을 지하는 기계명령어 즉, 

메모리 장벽(memory barrier 혹은 memory fence)를 삽입해

야 한다. Fig. 2의 경우 ③과 ④, ④와 ⑤ 사이에 메모리 장

벽이 각각 필요하다.

3) 단일처리기 시스템과 다 처리기 시스템

Fig. 1의 Dekker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리 주체

를 machine A와 B로 명명하여 독립된 두 개의 처리기를 강

하게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의 시분할 운 체제는 처리기가 

하나인 경우에도 여러 개의 로세스에게 독립된 가상 처리

기로 할당하기 때문에 상호배제 에서 Dekker 알고리즘

은 여 히 유효하다. 그러나 처리기가 하나인 경우 임계

역에 진입한 pl이 선 되어 p0가 실행된다면 p0는 주어진 

시간동안 ④와 ⑤ 사이에서의 불필요한 바쁜 기가 불가피

하여 실 으로 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반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단일처리기 환경이라면 ①, ⑥

의 바쁜 기를 신하는 처리기 양보가 필요하다.

2.2 Peterson 알고리즘

Fig. 3은 Dekker 알고리즘을 크게 간편화시킨 Peterson 

알고리즘[6]이고, 이에 한 C언어 스타일의 일반 인 의사 

코드는 그림 4와 같다. 이 알고리즘에서도 컴 일러 최 화, 

처리기 메모리 근 재정렬, 단일처리기 시스템과 다 처리 

기 시스템 련 등의 논 은 Dekker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존재한다. 즉, Fig. 4에서 flag[]와 turn 변수에 한 상수

 최 화를 방해야 하고, ①② 와 ③사이에는 메모리 

근 재정렬을 방해야 한다. 한 단일처리기 시스템에서는 

③의 바쁜 기 신 처리기를 양보해야 한다. 

Fig. 3. Peterson's Algorithm

 variables

  flag[2] : array of 2 booleans with initial value false

  turn   : integer with no initial value 

p0:

do {

① flag[0]← true;

② turn ← 1;

③ while (flag[1] &&

              turn≠ 0) ; 

  ... // critical section

  flag[0] = false;

  ... // other section

} while(p0_not_end);   

p1:

do {

   flag[1]← true;

   turn ← 0;

   while (flag[0] &&

              turn≠ 1) ; 

  ... // critical section

  flag[1] = false;

  ... // other section

} while(p1_not_end); 

Fig. 4. Pseudo Code for Petersonr's Algorithm

2.3 고  상호배제 알고리즘의 구

이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구  언어로 C와 Java 두 가지

를 사용하고, 그 각각에 한 구 된 Dekker 알고리즘을 

Fig. 5와 Fig. 6에 보 다. 이들 그림에서 CPU_YIELD()와 

MEM_FENCE()는 필요치 않는 경우는 주석처리하고, 필요한 

경우는 해당 랫폼 별 고유 로시 를 입한다. Table 1에 

이들에 한 랫폼 별 로시 를 보 다. 그리고 Fig. 6의 

자바 구 에서 Flag 변수를 배열 신 개별 변수로 정의한 이

유는 배열에 한 volatile 한정이 배열 객체 자체에만 용되

고 배열 원소에는 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

안으로 AtomicInteger나 AtomicIntegerArray 등 원자  연산 

타입을 활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최 한 원래의 알고리즘 

변수 형을 유지하기 해 개별 변수를 활용하 다. 이 내용들

은 Peterson 알고리즘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System MEM_FENCE() CPU_YIELD()

Alpha, POSIX not needed

sched_yield()Intel, POSIX asm("mfence")

Sparc, POSIX not needed

Intel, WIN32 MemoryBarrier() SwitchToThread()

JVM not needed Thread.yield()

Table 1. Procedures for Memory Fence and CPU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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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e  int   Flag[2] = {0, 0,}, Turn = 0;

void Dekker_lock(int  me)

{

      Flag[me] = 1;

      MEM_FENCE();

      while (Flag[1-me]) {

     if (Turn != me) {

Flag[me] = 0;

while (Turn != me)

CPU_YIELD();

Flag[me] = 1;

MEM_FENCE();

            }

      }

}

void Dekker_unlock(int me)

{

      Turn = 1-me, Flag[me] = 0;

}

Fig. 5. Dekker's Algorithm in C Language

class Dekker {

     volatile boolean Flag0, Flag1;

     volatile int    Turn;

     Dekker() {Flag0 = Flag1 = false; Turn = 0; }

     void lock(int  me) {

   if (me == 0) this.lock0();

   else         this.lock1();
     }
     void unlock(int  me) {

   if (me == 0) { Turn = 1; Flag0 = false; }

          else      { Turn = 0; Flag1 = false; }
     }
     void lock0 () {

   Flag0 = true; MEM_FENCE();

   while(Flag1) {

      if (Turn != 0) {

Flag0 = false;

while(Turn != 0) CPU_YIELD;

Flag0 = true; MEM_FENCE();
      }

          }
     }

     void lock1() {

  Flag1 = true;

  while(Flag0) {

      if (Turn != 1) {

         Flag1 = false;

         while(Turn != 1) CPU_YIELD();

Flag1 = true;
      }

         }
     }
}

Fig. 6. Dekker's Algorithm in Java Language

3. 실험 계획 설계

고  상호배제 알고리즘들의 성능평가 결과에 한 보

편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가  다양한 랫폼에서 성능 

측정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1 상호배제 어 리 이션  측정 성능

상호배제가 요구되는 어 리 이션으로 Fig. 7과 같이 공

유변수 Count에 주어진 수를 주어진 횟수만큼 덧셈을 반복

하는 스 드 add와 동일한 방법으로 뺄셈을 반복하는 스

드 sub의 시작과 종료시간 차를 1/100  정 도로 측정한다. 

종료 시 에서 Count의 최종 값은 기 값 0과 같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 때 반복 횟수는 10,000,000단 로 10,000,000에

서 90,000,000까지(식별부호 “10M”～“90M”) 변화를 주며 9번 

측정한다. 

int        Count = 0;

int do_something(int  i)

{

   int  q = i / 2;

   if (q * 2 == i)  return 2;

   else           return 1;

}

void add(int  n)

{

  int    i;

  for (i = 0; i < n; i++) {

    v = do_something(i);

    MUTEX_LOCK(0);

    Count += v;

    MUTEX_UNLOCK(0);

  }

}

void sub(int  n)

{

  int  i;

  for (i = 0; i < n; i++) {

    v = do_something(i);

    MUTEX_LOCK(1);

    Count -= v;

    MUTEX_UNLOCK(1);

   }

}

Fig. 7. Sample Applica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3.2 상호배제 비교 메커니즘 그룹 설정

이 연구의 심은 시스템 간의 성능비교가 아닌 어느 한 

시스템 내에서의 여러 가지 상호배제 메커니즘 간의 성능비

교에 있다. 따라서 비교 메커니즘 그룹을 Table 2와 같이 

운 체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표에서 

Spin과 Yield는 각각 해당 알고리즘의 바쁜 기와 처리기 

양보를 의미한다. Table 3에는 실험에 사용된 운 체제별 

하드웨어 랫폼 목록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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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ystem Mechanism Group Notation

Unix, Linux, MacOS

(POSIX thread)

• POSIX Mutex,

• Dekker Spin/Yield

• Peterson Spin/Yield

PM

DS/DY

PS/PY

Window

(WIN32 thread)

• Win32 Mutex,

• Dekker Spin/Yield

• Peterson Spin/Yield

WM

DS/DY

PS/PY

JVM

(Java thread)

• Java Monitor

• Dekker Spin/Yield

• Peterson Spin/Yield

JM

DS/DY

PS/PY

Table 2. Classification of Mutual Exclusion Mechanism Group based on Operating System

Operating System Version CPU Core (bit) Notation

Unix
DEC OSF1 Alpha 21264 1(64) PD

SUN Solaris2 Sparc V9 2(64) PS

Linux Ubunto 14.04LTS I7-4770 4(64) PL

MacOS Darwin 14.5.0 ZeonW3860 6(64) PM

Window Window7

E7500(TG) 2(32) W1

Q9300(Offc) 4(32) W2

E7200(Trad) 2(64) W3

I7-260(Wrd) 4(64) W4

JVM PD, PL, PM, W1, W3(selected five platforms) 

Table 3. Hardware Platforms for Operating Systems

4. 상호배제 메커니즘의 성능 측정  분석

성능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이 POSIX 스 드, Window 

스 드, Java 스 드 등 크게 세 가지 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

한다.

4.1 POSIX 스 드 환경

PD～PL(DEC OSF1, SUN Solaris, Ubunto, Darwin) 네 

랫폼에서 고  상호배제 알고리즘 DS～PY(Dekker와 

Peterson의 바쁜 기  CPU 양보 형 알고리즘)에 한 

성능 측정 결과를 Fig. 8에 보 는데, PD 랫폼은 처리기

가 하나이기 때문에 DS, PS 등 바쁜 기 형 알고리즘을 

용할 수 없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랫폼과 무 하게 DY 

알고리즘이 가장 안정 인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Fig. 9는 와 동일한 랫폼에서의 POSIX 뮤텍스와 DY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결과인데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리

스 랫폼을 제외하고는 DY 알고리즘이 2～70배의 월등한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리 스 운 체제의 경우 체로 DY 

알고리즘이 우수하나, 처리기 스 링의 특이 상황이 일어나

는 경우 DY 알고리즘이 불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2 WIN32 스 드 환경

Fig. 10은 W1～W4(Window 7, 2/4 Core, 32/64bit)의 네 

랫폼에서 POSIX 스 드 환경에서 용했던 고  상호

배제 알고리즘 DS～PY의 성능을 WIN32 스 드 환경으로 

측정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알고리즘 DY를 표  고

 상호배제 알고리즘으로 채택하고, WIN32 뮤텍스 성능과 

비교한 결과를 Fig. 11에 보 는데 여기서도 DY 알고리즘

의 성능이 10～20배 정도 우수하다. 

4.3 Java 스 드 환경

JVM 호스트 랫폼으로 PD, PL, PM, W1, W2을 선정하

고, 그 각각에서 DS～PY의 네 가지 알고리즘에 한 성능

측정 결과를 Fig. 12에 보 다. 단, PD 랫폼에서는 처리기

가 하나이므로 바쁜 기형인 DS와 PS 알고리즘을 제외시

켰다. 이 그림으로부터 Java 스 드 환경에서도 DY를 표 

알고리즘으로 설정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 랫폼에서 Java 모니터와 DY 알고리즘의 성능

을 비교한 결과를 Fig. 13에 보 는데, Java 스 드 환경에

서는 POSIX  WIN32 스 드와는 달리 랫폼과 무 한 

DY 알고리즘의 일 된 우수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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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WIN32 Mutex and 

Dekker'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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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erformance of Cassic Mutual Eclusion Algorithms in 

Java Threa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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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Java Monitor and 

Dekker'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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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랫폼 별 성능 분석

유닉스 계열의 성능평가 결과인 Fig. 9를 랫폼 별 성능 

에서 분석해보면 처리기가 네 개인 PL, 두 개인 PS, 하

나인 PD 순으로 DY 알고리즘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처리기 클록 속도, 메모리 크기, 다  로세스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랫폼 별  

비교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도우 계열의 성

능 평가 결과인 Fig. 11에서는 처리기가 두 개인 W2에서의 

성능이 하나인 W1에서의 성능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5. 결  론

지 까지는 Dekker 알고리즘으로 표되는 순수 소 트

웨어에 기반한 고  상호배제 알고리즘들이 실제 용을 

한 실용  보다는 교육  이론 연구차원에서 다루어

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실험결과 비록 두 스 드 간이

기는 하지만 이 알고리즘들이 POSIX와 WIN32 스 드 환

경에서 각각의 고유 상호배제 메커니즘보다 최소 2배에서 

최  70배 이상의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Java 스 드에서

는 랫폼에 따라 2배 정도의 우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이 실험에서 어 리 이션 처리 시간이 거의 없도

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순수한 상호배제 부담에 

한 측정으로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시스템 제공 상호배제 

메커니즘이 운 체제 호출에 따른 부담을 동반하는 반면 소

트웨어 상호배제는 사용자 역에서 이루어져 운 체제 

호출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성능에 민감

한 어떠한 어 리 이션이라도 용을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성능 극 화를 

해 실행시간 메모리 근 재정렬 기능이 내장된 인텔 등 

 처리기 를 탑재한 랫폼에서는 스 드 간 순서처리 일

성(sequential consistency) 유지를 한 보완장치를 어

리 이션 개발자가 직  고안해야 하는 부담은 감수해야 한

다. 이 연구가 고  상호배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실

용  가치를 재평가하는 기회와 이들 알고리즘에 한 교육

이 단순한 이론  근보다는 실질  구   활용 심으

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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