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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발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오류 테스트 기능을 가진 

모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한 freed 메모리 오류 

테스트 모듈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오류 테스트 모듈을 설계한다. freed 

메모리 오류 테스트 모듈 설계를 위해 리눅스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설계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한 코드를 추가하여 테스트 모듈을 작성한다. 오류 테스

트 모듈 설계를 위해서 usb storage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작성된 오류 테스

트 모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오류 테스트 모듈의 동작

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임베디드 시스템을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사용은 급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동작을 정확히 검증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임베디드 운영체
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의 검증과 요구 사항 분
석, 관련 기법 연구를 통해서 개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검증 및 테스트 기능을 개발한다. 이러한 개발
을 통해서 보다 안정된 임베디드 운영체제 환경의 제
공으로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임베디드 리눅스 가용성 및 성능 테스트 기술은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컴퓨터 관련 기기들은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특성을 가진 시
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컴퓨터의 
기능이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이전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동작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핵심기술로써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임베디드 시

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커널 안정화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다. 

임베디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발이 증가
하면서 이에 대한 오류 테스트 기능을 가진 모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한 freed 메모리 오류 테스트 모듈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오류 
테스트 모듈을 설계한다. freed 메모리 오류 테스트 
모듈 설계를 위해 리눅스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설계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한 코드를 추가하여 테스트 모듈을 작
성한다. 오류 테스트 모듈 설계를 위해서 usb 
storage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작성된 오류 테스트 모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을 통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오류 테스트 모
듈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 

 
2. Freed Memory 오류의 정의 

Freed Memory 오류란 임의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메모리가 해제된 이후에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기 위

해 접근할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를 말한다. 리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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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이나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

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림 

1]은 freed memory 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프로그

램 예제를 보여준다. 
 
01: Function(arguments) { 
02:  …… 
03:  mem = kmalloc(Allocation_Page_Size,Allocation_option); 
04: …… 
05:  kfree(mem); 
06: …… 
07:  // any process access about “ mem” ;  // Error 발생
08:  …… 
09: } 

(그림 1) Memory Freed 오류가 발생하는 프로그램 예제 

(그림 1)은 Freed Memory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이다. Line 03 은 

kmalloc()을 사용하여 커널 메모리 영역을 mem 이라는 

변수에 할당한다. Line 05 은 mem 변수에 할당한 커

널 메모리 영역을 해제한다. Line 07 는 Line 05 에서 

이미 할당을 해제한 커널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게 된

다. 이미 해제된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 이 메

모리 영역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다. 

 

3. freed memory 오류 검증 모듈 동작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reed memory 오류 검증 모듈

에 대한 동작 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freed 메모리 오류 검증 모듈 동작 구조 

 

USB 모듈의 kmalloc_mem_freed() 함수에서 memory 

allocation table 에 메모리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Kfree_mem_freed() 함수에서 memory allocation 

table 에 메모리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USB 모듈에

서 삭제된 메모리 공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 

메모리 오류 관련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까

지가 USB 모듈에서 발생하는 동작 과정을 나타낸다. 

메모리 관련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인터럽트 모듈의 

page_fault()함수를 수행하게 된다. Page_fault() 함

수에서 do_page_fault() 함수를 수행하게 된다. 

do_page_fault() 함수 내에서 메모리 해제된 영역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검증 수행을 마치게 되면 시

스템은 kill 하게 된다. 

 

 

4. linux Kernel Memory Freed 테스트 모듈 구현 

4.1 Memory Allocation Table 의 구현 

 

Freed Memory Error 방지를 위해서 다음 (표 1)과 

같이 Memory Allocation Table 을 구축한다 

 

(표 1) Memory Allocation Table 

 

(표 1)은 커널 메모리 영역의 할당 여부를 기록하

는 Memory Allocation Table 이다. Memory Allocation 

Table 은 “메모리 free/allocate, 메모리 할당 주소, 

PID” 필드로 구성된다. 

 

1) 메모리 free/allocate 필드는 메모리 영역의 할당 

여부를 나타낸다. 메모리 영역이 정상적으로 할당

된 경우 메모리 free/allocate 필드를 ‘1’로 설

정하고, 정상적으로 해제된 경우 메모리 

free/allocate 필드를 ‘0’으로 설정함으로써 메

모리 영역의 할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현한다. 

2) 메모리 할당 주소 필드는 메모리가 할당된 영역의 

주소를 기록한다. 

3) PID 필드는 메모리 할당 및 해제를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의 ID 를 기록한다. 

4) Last 필드는 마지막으로 free 된 메모리를 찾기 위

해서 설정한 필드로써 마지막에 free 된 메모리의 

Last 필드를 ‘1’로 설정함으로써 마지막으로 

free 된 메모리 주소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위의 4 가지 필드를 가진 Memory Allocation Table

을 구현함으로써 접근하려는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해당 프로세스가 사용가능 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메모리 

free/allocat

e 

메모리 

할당 주소 

PID 

(Process ID) 

Last

0 00FFA1FD 38 0 

1 00FFA1A3 40 0 

. 

. 

. 

. 

. 

. 

. 

. 

. 

. 

. 

. 

1 00FE7432 4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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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table 은 커널 소스의 /root/linux-

2.6.9/drivers/usb/storage 에 mem_freed.h 에 작성

되어 있다. 

 

4.2 kmalloc_mem_freed(), kfree_mem_freed()의 구현 
 

Memory Allocation Table 에 메모리 영역 할당 여부를 기

록하기 위해 kmalloc(), kfree()를 부분을 대신할 함수를 

구현한다. 다음 (그림 2)는 kmalloc_mem_freed()를, (그림 

3)은 kfree_mem_freed()를 구현한 것이다. 

kmalloc_mem_freed()함수는 kmalloc()를 대신한 함수이

고 kfree_mem_freed()는 kfree()함수를 대신한 함수이다.  
 

int kmalloc_mem_freed(size_t size, unsigned int flag) 
{ 
 struct us_data *us; 
 us = (struct us_data *) kmalloc(size, flag); 
 struct mat *kmat; 
 kmat = pmem_alloc_table; 
 
 kmat->bit = 1; 
 kmat->addr = (int)us; 
 kmat->pid = (pid_t)current->tgid; 
 kmat->last = 0; 
 kmat++; 
  
 return ((int)us); 
} 
void kfree_mem_freed(const void *addr) 
{ 
 int i; 
 struct mat *kmat = pmem_alloc_table; 
 for(i=0;i<TABLE_SIZE;i++){ 
  if((int)kmat++->addr == (int)addr){ 
   kmat--; 
   break; 
  } 
 } 
 kmat->bit = 0; 
 for(i=0;i<TABLE_SIZE;i++){ 
  if((int)kmat++->addr != (int)addr){ 
   kmat->last = 0; 
  } 
 } 
 kmat->last = 1; 
 kfree(addr); 
} 

(그림 3) kmem_freed()와 kfree_mem_freed()의 구현 

(그림 2)는 kmalloc_mem_freed(), kfree_mem_freed()를 

이용하여 kmalloc(), kfree()를 실행한다. 기존의 

kmalloc(), kfree() 처리 보다 추가된 점은 [표 1]에

서 구현한 Memory Allocation Table 에 메모리 영역 

할당 정보를 추가하는 부분이다. 

 
1) kmalloc_mem_freed() : 기존의 kmalloc() 함수를 

이용하여 커널 메모리 영역 할당이 성공하면 

Memory Allocation Table 에 할당 정보를 기록하고 

테이블을 초기화 한다. 메모리 할당이 실패할 경우

는 메모리 할당이 되지않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 테

이블에 기록하지 않는다. 

 

2) kfree_mem_freed() : 기존의 kfree()를 이용하여 

커널 메모리 영역을 해제하고, Memory Allocation 

Table 의 할당 정보를 삭제한다 
 
5. 실험 

본 논문은 리눅스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freed memory 기능을 실제 구현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실험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freed memory 기능을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실험후의 

결과 화면은 다음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그림 4) USB 메모리를 추가한 경우의 실험 결과 

 

 
(그림 5) USB 메모리를 삭제했을 때의 실험 결과 

(그림 4), (그림 5)는 USB 메모리를 삽입, 삭제했

을 때의 실험 결과이다. 이 실험은 본 논문에서 제시

한 freed memory 검증 기능을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

에 구현한 후에 실험을 한 결과 화면이다. 이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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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freed 메모리 기능 검

증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논문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freed 

memory 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

을 설계한다. 본 논문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한 freed 메모리 오류 테스트 모듈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오류 테스트 모듈을 

설계한다. freed 메모리 오류 테스트 모듈 설계를 위

해 리눅스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설계하고, 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

한 코드를 추가하여 테스트 모듈을 작성한다. 이 기

능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미 free 된 메모리를 

접근하는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 냄

으로써 보다 안정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될 수 있도

록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리눅스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freed memory 기능을 실제 구현하여 검

증하는 과정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정상적인 동작

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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