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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관리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대상으로써 운영체제 커널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운영체제

의 핵심 기능들이 구현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커널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

서는 커널의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널서브시스템의 독립성을 살리고 시스템 내부의 변화에 따른 

관리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커널 내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 조율에 필요한 개념과 그 구조를 제안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Self-prevention은 커널 내의 자율적인 상호 관계 조율을 위한 모든 방안들

의 총칭이다. 이러한 self-prevention의 구현을 위해 커널 내의 핵심 관리부의 관여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동작에 대한 처리를 서브시스템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의 부가적인 커널 컴포넌트들

(sampler, analyzer, preventer)을 정의하였고, 그 상호관계들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크게 

두 가지로써 먼저, self-managing 혹은 자율형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과 두 번째로 서브시스

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체제의 기능 확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서  론

  하드웨어 성능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컴퓨팅 인프라의 확산을 낳았다. 또한, 컴퓨팅 환경

의 수혜자들인 사용자들이 증대되고, 이들의 컴퓨팅 서

비스에 기능적인 요구나 질적인 요구는 날로 증대 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컴퓨팅 시스템의 복잡도를 증가시키

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이나 휴대 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네트워킹 인프라가 구축되어 컴퓨팅 자원의 접근마

저 빈번해져, 서버와 같은 제공자(provider)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는 가속화 되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

은 그 복잡도에 비례하게 되었다.[6]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관리의 복잡도

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인간이 

관여하는 정도를 최소화 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

는 기존 연구 영역은 Self-managing[2], 자율형 컴퓨팅

(Autonomic 혹은 Autonomous computing)[1]이다. 자

율형 컴퓨팅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복잡도를 해

결하기 위해 시스템 스스로가 시스템을 제어하고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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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6].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의 모든 단계(시스템소프트웨어에서 미들웨어 및 응용프

로그램에 이르기까지)에 걸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시도

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대상으로써 

운영체제 커널을 목표로 하였다. 다양한 시스템 소프트

웨어 가운데, 운영체제는 자율형 컴퓨팅 개념을 적용하

기에 가장 적절한 영역에 해당한다. 운영체제는 프로세

서와 물리 메모리, 주변장치들을 비롯한 각종 하드웨어

들과, 다수의 사용자들의 행위(behavior)에 따라 생성되

거나 제거되는 다양한 작업들을 그 목적에 맞는 정책에 

따라서 관리 및 제어해야 한다. 특히,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들이 구현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커널(kernel)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 한다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커널의 핵심 관리부(core part)와 그 대상이 

되는 커널 서브시스템(kernel subsystem)들 간의 상호 

작용과 예상하지 못한 행위(unexpected behavior)에 대

한 자율적인 처리이다. 커널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관리 

소프트웨어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근대적인 시스템들

은 시스템 기능의 확장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3][15], 

시스템은 보통 핵심 관리 부분과 상호 유기적인 하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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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커 의 상태 변화와 그에 따른 안정성 분류

여러 서브시스템들로 구성된다. 기존에 단일한 구조

(monolithic systems)에서 하부 기능 간에 밀접한 관계

를 유지하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확장 가능한 구조

(extensible system, micro kernel)들에서는 각 서브시스

템들이 독립적인 형태로 써 모듈(module)이나 컴포넌트

(component)의 형태로 존재한다. 서브시스템이 독립적

인 형태를 띄어 갈수록 핵심 관리부와 주고받아야 하는 

정보들은 많아지고, 이는 관리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현

상을 가속화 시킨다. 게다가, 다양한 커널 서비스(kernel 

service)들의 구체적인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각 서브시

스템들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서브

시스템 내부의 상태(state)가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들의 변화 요인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비정상적인 경우에 그 처리를 핵심 관리부가 해

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핵심 관리부가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서브시스템의 컨텍스트(context)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 받아야 하나, 이를 처리하는 시간

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리 시

간만 가중 시킬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널의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

시스템의 독립성을 살리고 시스템 내부의 변화에 따른 

관리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커널 내 구성요소들(핵심 관

리부와 그 서브시스템)간의 상호 관계 조율에 필요한 개

념과 그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Self-prevention은 커널 내의 자율적인 상호 관계 조율

을 위한 모든 방안들의 총칭이다. 이러한 

self-prevention의 구현을 위해 커널 내의 핵심 관리부의 

관여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행위에 대한 처리를 서브시

스템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의 부

가적인 커널 컴포넌트들(sampler, analyzer, preventer)

을 정의하였고, 그 상호관계들을 서술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elf-prevention

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컴

포넌트들의 내용을 서술한다. 3장에서는 코어 시스템

(core system)의 전체적인 설계를 보인다. 4장에서는 관

련연구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

다.

2. Self-prevention 개관

본 논문에서는 운영체제 커널의 관리 복잡도를 줄이고 자

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Self-prevention 개념을 도입하였

다. 따라서 본 섹션에서는 Self-prevention의 개념을 설명

하고, 그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존의 커널 시스템에 Self-prevention을 도입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서술 할 것

이다. 

2.1. Self-prevention의 정의와 필요성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Self-Prevention이란, 커널이 스레

싱(thrashing)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undesirable 

state)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행동(preventive 

action)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Self-prevention의 기본 

가정은 커널 내부의 상태(state)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스템이 의도한 바로 진행될 수 있

고,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 

Self-prevention이 다루고자 하는 상황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구분 짓기 위해서 변화하는 상태

를 안정성(stability)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각

은 정상 상태(Normal state), 불안정 상태(Unstable 

state),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Undesirable state)

이다. (그림1) 정상 상태는 커널의 동작이 의도한 바대로 

수행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런 경우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

하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에러 혹은 비정상적인 동

작)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면 조치가 가능한 

경우 부가적인 동작이 요구되며, 이 경우를 바람직하지 못

한 상태로 정의 하였다. 불안정 상태는 정상 상태가 바람직

하지 못한 상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황이다. 즉 예방이 

가능한 상황을 나타낸다. 

 불안정 상태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커널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

한 필요성이 있는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는 불안정 상태에 비해 확실히 문제가 발생했음

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발생한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는가

와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장하기 어렵다. 일례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껏 스택(stack)등의 메모리 

내용을 출력하고 커널 패닉(kernel panic) 메시지만을 보여

주고 정지되어 버릴 뿐이다.[8] 이에 반해, 불안정 상태는 

제어가 가능한 시점이므로 최소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더욱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발생 원인은 커널의 상태

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로부터의 상호작용

과 하드웨어 주변 장치로부터의 I/O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

용하여 비동기적으로 발생하는 원거리 이벤트들 등으로 인

해 커널의 내부 상태는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커널이 이

러한 변화하는 상태를 시스템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

요한 정형화된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절에서

는 Self-prevention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커널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2.2. 적용 분야

본 섹션에서는 Self-prevention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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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elf-prevention의 개념이 용된 커  구조

살펴본다. 앞서 정의한 대로 Self-prevention은 커널 내에

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 예방책을 도입

하자는 개념이다. 이는 커널이 기존에 수동적(reactive) 으

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Self-prevention을 개념을 적용하여 능

동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커널 서비스의 몇 가지를 서술

하면 다음과 같다.

* 버퍼 관리(buffer management) – 커널 내에 존재하는 

자료구조 가운데 버퍼 풀과 같이 한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

으며, 그 버퍼에 대한 데이터 유입 속도와 소비 속도 간에 

차가 큰 경우, 즉 스레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버플로

(overflow)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소켓 

버퍼 오버플로(socket buffer overflow)[4]로써, 

NIC(Network Interface Card)으로부터 빠르게 패킷이 유

입되는 상황에서는 버퍼의 소비자인 응용프로그램이 소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패킷이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

한다. 이러한 경우에 Self-prevention을 적용하여 유입속

도와 버퍼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대처한다면, 버퍼 오버

플로가 발생하여 스레싱 상황에 놓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피할 수 있다.

* 데드락 회피(deadlock avoidance) – 실시간 시스템과 

같이 우선순위 기반의 자원 점유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서는 데드락(deadlock)이나 우선순위 역전현상(priority 

inversion)[9]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크리티

컬(critical)한 시스템 일수록 데드락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

다. 데드락에 대한 처리는 사전에 미리 그 발생을 방지하려

는 회피(avoidance) 전략[10]과 발생한 후에 이를 복구하

는 복구(recovery) 전략[11]이 존재하며, 데드락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본다면, Self-prevention 개념은 

다양한 회피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커널 내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력 관리(power management) – 전력관리는 예방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스템이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

서 프로세서나 IO 장치들을 APM(Advanced Power 

Management)이나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와 같은 전력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성능

대비 전력 소모량(performance/watt)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전력 잔류량과 예상 소모량을 감안하여 미리 동작 모

드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12] 따라서 

Self-prevention을 적용하여 전력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

아, 잔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인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이

르기 전에 미리 동작 모드를 전환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 보안(security) – 고속 그리고 고 대역의 네트워크와 인

터넷의 확산은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으나, 반대로 

보안에 대한 위협수준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시스템 수준

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보안 정책들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침입 탐지(intrusion 

detection)[13]이다. Self-prevention은 침입 탐지 시에 

감시(monitoring)와 인터포지션(interposition)을 효과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는 

시스템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의 오염(contamination) 

이나 우선순위(privilege)를 무시한 부정 접근(abnormal 

access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커널과 같은 시스템 내에서 예방이 요구되는 영

역은 다양하다. 따라서 self-prevention의 적용 영역은 광

범위하다. 이후 절에서는 self-prevention 개념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겠다.

2.3. Self-prevention의 서브 컴포넌트: 코어 시스템(core 

system)과 타겟 서브시스템(target subsystem)

Self-prevention은 커널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진입하

기 전에 능동적으로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커널을 크게 능동적(active)인 요소와 수동적

(reactive)인 요소로 분화하여 크게 두 가지의 주요 커널 

컴포넌트를 정의하였다.  능동적인 요소는 자율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커널의 컴포넌트이며 수동적인 요소는 커널

의 기능을 수행하며 커널 state를 변화시키는 커널 서브시

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코어 시스템으로 칭하였

고, 후자를 타겟 서브시스템으로 칭하였다. 즉, 

Self-prevention은 코어 시스템이 타겟 서브시스템을 주시

하며 타겟 서브시스템이 변화시키는 커널 상태가 바람직하

지 못한 상태에 진입하기 전에 능동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

는 것이다.(그림 2)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self-prevention의 주체는 코

어 시스템이며 그 대상은 커널의 서브시스템과 그 서브시

스템이 관여하는 커널의 상태 (커널 내 자료구조들)이다. 

코어 시스템은 각 서브시스템이 접근하고 조작하는 커널 

상태들을 샘플링(sampling)하고 스냅샷(snapshot)을 수집

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방이 필요한가를 판단한다. 필요하다

면 코어 시스템은 해당하는 서브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하고, 

예방 조치를 적용한다. 커널 상태의 샘플링 된 스냅샷은 과

거의 데이터이며, 이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판

단하므로, 예방이 되며, 커널 내에서 코어 시스템과 서브시

스템간의 상호작용만이 일어나므로 자율적인 커널의 관리

가 된다. 

3. Core System

Self-prevention개념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커널이 바람

직하지 못한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인 동작 수행의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은 코어 시스템이며, 이를 구체화할 때 요구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커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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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어 시스템의 3가지 구성요소들과 그 상호 

작용

그림 4 선형 상태 변화의 측 제

태를 인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인지된 커널의 

상태를 보고 예방적인 동작이 수행될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예방적인 동작들을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은 단계별

로 쪼갤 수 있고, 각 단계 내에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개

별적인 구성요소로써 분화시킬 수 있다. 그림 3은 

Self-prevention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3가지

의 동작들을 분화된 구성요소 정의하고 각 구성 요소들 간

의 상호 작용들을 표현한 것이다.

정의된 구성요소는 각각 sampler, analyzer, preventer이

며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Sampler

Sampler는 커널의 상태를 인지하고, 관심 있는 표본을 수

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elf-prevention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커널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끊

임없는 변화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나 불안정 상태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널의 상태를 인지하고 

관심 있는 표본들을 수집할 방법이 필요하다. Sampler는 

커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그 시점의 상태를 스냅샷으

로 생성한다. 수집된 커널 상태 스냅샷은 이후 단계에서 분

석의 근거 자료가 된다.

1) 커널의 상태 인지

본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커널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바람직하지 못함(undesirableness)의 판단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값들의 집합

따라서 커널 상태의 인지에 필요한 요소는 1) 현재 값을 

나타내는 현재 값(current value), 2) 한계 기준이 되는 바

람직하지 못한 값(undesirable value), 3) 고유한 식별을 

위한 식별자(identifier), 그리고 4) 커널 상태 값의  컨테

이너(container)의 위치 정보(커널 내 가상 주소)로 구성된

다. 

2) 표본 수집

 Sampler는 두 가지의 하위 구성속성을 가지는데, 각각은 

샘플링 빈도(sampling frequency)와 컨테이너 크기

(container size)이다. 샘플링 빈도는 변화하는 커널 상태

의 수집 빈도를 의미한다. 이 빈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커

널 상태의 수집 행위로 인한 로드(load)의 조절 요소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예측할 때

의 정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집 빈도수를 높여 조

밀한 수준의 수집(fine-grain collection)을 수행한다면, 현

재 상태에 근사한 스냅샷을 얻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

한 분석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빈번한 수

집으로 인한 오버헤드(overhead)를 증가 시킬 수 있다. 그 

반대인 경우, 즉 수집 빈도수를 낮추어 성긴 수준의 수집( 

coarse-grain collection)을 수행한다면, 수집 오버헤드는 

낮출 수 있으나 비교적 과거의 커널 상태의 스냅샷이므로 

예방을 위한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다. 컨테이너 크기는 분

석에 이용할 스냅샷 개체(snapshot unit)의 수를 나타낸다. 

비교적 많은 수의 개체를 보관한다면 다음 상태를 예측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커널 상태 변화 

속도와 샘플링 빈도와 관련이 있다. 만약 커널 상태의 변화 

속도가 크고 샘플링 빈도도 빈번하다면, 많은 수의 스냅샷

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변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ampler의 샘플링 빈도와 컨테이너 크기를 

특정 값으로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변경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커널 상태 스냅샷(Kernel state snapshot)은 샘플링

(sampling)의 결과로 보관되는 커널 상태이며, 커널 상태 

식별에 필요한 정보와 샘플링 시간(sampling time)을 포함

한다. 이는 이후 analyzer의 판단과 preventer가 조작을 

가할 대상 커널 상태의 식별에 사용되게 된다.

3.2. Analyzer

Analyzer는 Sampler가 수집한 커널 상태의 스냅샷을 이용

하여 현 시점에서 예방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예방 처리를 수행하는 preventer를 활성화시킨다. 

Analyzer가 가지는 하위 속성인 예측 함수(estimation 

function)는 수집된 커널 상태 스냅샷을 이용하여 예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함수이다.  함수의 내용은 예측

(prediction) 방법과 그 정의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예측 함수는 상태가 선형인(linear) 상황의 예

측[14]이며 그 예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듯, 샘플링을 하는 시점인 t1, t2, t3가 존재할 때, 현재 

시점인 t2에서 미래인 t3의 kernel state를 예측하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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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state is s3, 

s3 = ( ds / dt ) * (t3 – t1) + s1

if  (s3 >= undesirable_state) return YES 

else return NO

그림 5 코어 시스템 내 서  컴포 트들 간 상호 작용과 

그 연산

- Analyzing point: 포획된 상태(captured state)가 불

안정 상태에 속할 때.

- Prevention point: analyzer에 의한 예측 결과에서 예

방이 요구 될 때

다면, 다음의 간단한 예측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예측 함수는 산출된 s3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하위 경

계값(lower boundary value)과 비교하여 그 경계 안에 존

재한다면 예방(prevention)이 필요함을 뜻하는 YES를 반환

한다. 이 예측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sampler의 하위 속성

들을 정의한다면, 먼저, 샘플링 빈도는 1/dt가 되며, 컨테

이너 크기(container size)는 이전에 저장된 스냅샷(old 

snapshot)과 현재 저장할 스냅샷(current snapshot)을 보

관해야 하므로 2 가 된다. Analyzer는 예측 함수의 결과를 

바탕으로, preventer의 활성화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3.3. Preventer

Preventer는 Analyzer에 의해서 예측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진입을 피할 수 있는 예방책들을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preventer가 가지는 하위 속성은 가용한 

예방책들 나타내는 솔루션 리스트(solution list)이다. 이 솔

루션 리스트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처리 함수의 함수 포인터(function pointer)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처리 함수의 위치는 해당하는 타겟 서브시스템 

내의 루틴(routine)이 된다. 리스트로써 유지하는 이유는 

가용한 대응 솔루션(alternative solution)들이 존재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가용한 여러 대응 방법

가운데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

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방 솔루션(prevention solution)의 적용 전략은 

best-effort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즉, 예방 기법의 적용 

결과에 대한 검증을 preventer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는 커널 상태가 실제로 바람직

하지 못한 상태로 진입한 것이 아니고 예측된 것이기 때문

에, 부가적인 검증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감내하는 것은 적

절치 못하며, sampler에 의해서 새로이 커널 상태가 갱신

되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따라서 preventer는 선택된 예방 

솔루션을 적용하고 실패와 성공의 유무에 상관없이 더 이

상의 부가적인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3.4. 코어 시스템 내 서브 컴포넌트들 간의 상호 작용

Self-prevention의 오버헤드의 분석을 위해서는 코어 시스

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타겟 서브시스템이 관리하는 커널 상태에 언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와 커널 상태의 조작 시점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

림 5와 같다. 이는 코어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sampler, analyzer, preventer와 관리 대상인 타겟 서브시

스템들의 활성화 지점(activation point)과 상호작용을 도

식화한 것이다. 

코어 시스템의 세 가지의 구성요소들이 활성화 되는 시점

은 각기 Sampler가 활성화 되는 capturing point, 

analyzer가 활성화되는 analyzing point, 그리고 

preventer가 활성화되는 preventing point가 존재한다. 이

중 capturing point는 샘플링 빈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활성화 인터벌(activation interval)은 균등하다. 그러나 

analyzing point와 prevention point는 활성화 조건에 따

라서 활성화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코어 시스템에 의해 한 번의 예방이 적용될 때 타겟 서브

시스템이 관리하는 커널 상태는 두 번의 프리징(freezing, 

상태 변화가 금지된 상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시점에

서 상태의 일관성(consistency) 보장을 위한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self-prevention으로 인한 오버헤

드로 간주할 수 있다.

4. 관련연구

본 연구는 두 개의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걸쳐 있다. 이

는 각각 자율형 컴퓨팅과 확장형 운영체제 연구이다. 자

율형 컴퓨팅은 현재 많은 연구들[1][2][5]이 활발히 진

행중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들에 포함 될 수 있으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

는 순수 운영체제 커널로 전문화 및 한정화 한다는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커널 수준에서 지원 가능한 자

율적인 실패처리(failure handling)를 다루고 있으며, 이

는 커널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

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aspect-oriented 연구와 

model-based 연구가 있다. [16]에서는 aspect 

oriented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 기반의 접근방법을 통해 

커널에 자율성을 부여하려 했고 [17]에서는 

decision-theoric dispatch를 이용하여 reactive model 

기반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 자율성 부여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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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많은 확장형 운영체제 연구들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능 확

장과 확장 단위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다.[3] 본 연구

는 명시적으로 확장형 운영체제 연구에 속하지는 않지만 

self-prevention 개념이 확장형 시스템의 기능 확장 단위

인 커널 내 서브시스템의 독립성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의 기여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

구는 self-managing 혹은 자율형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다. 기존의 자율형 컴퓨팅의 적용 분야들

에서는 주로 인간 전문가에 의해 관리 가능한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database system)[5]이나 서버 구성

(configuration)의 관리[7]에 초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일반 커널(generic kernel)내의 computing 자원

의 관리에 관련된 핵심 관리부와 그 관리 대상으로써의 

커널 서브시스템에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로, 기존 확장

형 운영체제(extensible operating system) 연구와 

autonomous computing 연구와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 중 하나인 커

널 서브시스템들은 확장형 운영체제 연구의 맥락에서는 

기능 확장의 단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널 서

브시스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

려 했기 때문에 이는 운영체제의 기능 확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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