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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결함은 시스템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임베디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세
심히 검증되어야 하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동작에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비동기적인 디바이스의 DMA 동작들은 보통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비결
정적인 조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가상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의 변경 없이 디바이스 내
부 상태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DMA동작과 CPU의 메
모리 접근간의 충돌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가상 임베디드 시스템을 QEMU full system 
emulator 상에서 동작시키고, CPU 와 가상디바이스의 시스템 버스에 대한 메모리 접근을 추적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1. 서론 

잘못 작성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전체 시스템 실
패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한다 [1]. 기존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분석 방법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는 맞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 적인 소프트웨어와 달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단독으로 검증하기 힘들고, 하
드웨어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고려해야 한다 [2].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레지스

터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인터럽트, DMA 동작을 통한 
데이터 채널을 통해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이 중에서 
시스템 버스 상에서 마스터로 동작하는 DMA 동작은 
CPU의 실행과 비동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만약 잘못 작성된 드라이버에 의해 DMA 동작 중 

인 메모리 영역을 CPU 가 접근 한다면, 잘못된 데이
터 내용을 CPU 가 읽어가거나, 디바이스에게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상태
를 유도하는 CPU 와 DMA 동작간의 동시 접근을
DMA race condition 이라고 표현한다. 이 문제는, 특히 
복잡한 DMA 동작을 취하는 디바이스에 의해 한번에 
여러 개의 DMA 가능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더 발
생 하기 쉬우며, 이런 디바이스에서는 DMA race 
condition 을 발생 하지 않도록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내부에서 

처리 되는 DMA 동작들과 CPU 의 메모리 접근을 감

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제 구현을 위해 QEMU 
full system emulator [3] 에서 Texas Instruments 사의 
OMAP3430 기반의 beagle board 에뮬레이터를 사용하
고, Open Host Controller Interface (OHCI) USB Host 
Controller 에 대한 DMA 동작을 감시하는 모듈을 구
현했다. 테스트를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linux-
3.4.1 을 사용했다. 

 
2. 관련연구 

QEMU 에서 소프트웨어의 실행 히스토리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방법이 [4] 에서 제시 되었다. Golden Run 
이라고 불리는 단계에서는 모든 실행된 CPU 명령어
들과 CPU 컨텍스트를 수집 한다. Golden Run 단계를 
통해 나온 데이터는 먼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분석
을 위해 사용하고, Fault injection 을 수행 한 후 실행 
히스토리를 비교하여 Fault propagation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많은 수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DMA 

race condition 을 감지 할 수 있는 방법이 [5] 에서 제
안되었다. IBM Full System Simulator 기반으로 Cell 
Broadband Engine 의 Synergic Processing Units (SPUs) 의
load/store 명령들과 DMA 동작들 사이의 race condition 
을 에서 감지 할 수 있다. 

DMA race condition 상황은 CPU와 디바이스의 비동
기적이고 병렬적으로 수행 할 때 발생 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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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HCI 비동기 전송 관련 DMA 동작 방식 

실제 하드웨어 상에서는 해당 상황의 발생을 예측하
거나 문제를 재현하기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러한 관점에서, QEMU emulator mode 에서 시스템 버
스에서의 모든 메모리 접근을 감시 할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QEMU 에서 지원하는 가상 디바이스에 대
한 드라이버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M 기반의 CPU 에서 발생하는 메

모리 전송 명령어와 DMA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에 
의한 메모리 접근 감시 기능을 구현하고 테스트 하였
다. 제시된 방법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 동작에 관
련된 DMA 동작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
어의 요청부터 디바이스의 시스템 메모리 버스 접근
까지의 단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DMA 동작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경우 특히, 다른 시스템 버스의 혼잡으로 인해 DMA
동작의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하드웨어서 재현하기 힘들지만, QEMU 에서는 디바이
스의 동작에 인위적인 지연을 삽입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다. 

 
3. OHCI USB Host Controller의 DMA 동작 방식 

소프트웨어에서 요청한 USB 데이터 전송은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리눅스에서 정의한 URB 
(USB Request Block) 자료 구조에 의해 처리 된다. 
URB 는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정의된 표준 구조체이
며, 버퍼 주소와 디바이스 번호 등의 USB 전송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구조가 HC (Host Controller)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하드웨어가 정의 하는 형
식으로 변환되어 OHCI 가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공통적인 인터페이스인 
URB 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성 될 수 있다. 
OHCI 는 USB 1.1 의 Full speed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HC 이다. OHCI 는 High speed 등장 이후로 많이 사용
되지는 않지만, 동적으로 전송 요청을 하고, 디바이스

에 의한 DMA 동작이 메모리 접근에 있어 연속적이지 
않고 산발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며 동적으로 전송 버
퍼가 할당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테스트 대상 디
바이스로 채택하였다. 
그림 1 에서 OHCI 에 의해 정의된 비동기 전송 

(USB 의 Control 과 Bulk 전송) 에 관련된 자료 구조
를 표현했다. TD (Transfer Descriptor)는 전송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ED (Endpoint Descriptor) 는 USB 
디바이스의 엔드포인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엔드포인트에는 전송 타입과 전송 방향이 정해져 있
으며, 각 엔드포인트에 대한 USB 통신은 특정 엔드포

인트에 해당하는 ED 에 TD 를 링크해서 이루어 진다. 
TD 들은 연결 리스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OHCI 는 
이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USB packet 을 전송하며, 전

송이 완료되면 (혹은 실패하면) 완료된 TD 를 
DoneQueue 에 옮긴다. 
위에서 설명한 시스템 메모리상의 자료구조들은 하

드웨어에 의해 소프트웨어 동작과 병렬적으로 접근 
되며, 잘못 작성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CPU 와 DMA 
마스터 디바이스에 의해 DMA race condition 이 발생 
할 수 있다. OHCI 가 동작 중 일 때 소프트웨어는 
DoneQueue에 있는 TD혹은 각 ED의 TD 연결리스트 
중 마지막 TD 만 소프트웨어에 접근이 허용한다. 전
송중인 버퍼는 CPU 에 의해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계속 매핑되어 있으므로 해당 메모리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에서 읽어 오
는 전송 버퍼에 대한 CPU 의 잘못된 접근이 디바이
스에서 읽어오는 DMA 전송에서 발생하면 CPU cache
와 DMA 전송 내용간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따라서, OHCI HC 드라이버에 대한 DMA race 

condition 발생 여부를 감지 하기 위해서는 모든 
Descriptor 에 대한 메모리 접근과 연결 리스트내의 
descriptor의 이동을 모두 추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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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QEMU 동적 변환 과정에서 CPU와 DMA의 메모리 접근 추적 

4. 구현 내용 

QEMU 의 동적 변환기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단계인 Front-end 에서 Tiny Code Generator (TCG)에 
의해 타겟 명령어들이 타겟에 중립적인 Intermediate 
Representation (IR) 인 TCG ops 로 변환된다. TCG ops 
는 호스트별 Back-end에서 호스트 명령어로 변환되며, 
빠른 실행을 위해 변환된 명령어들은 분기명령어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Translation Block (TB) 단위로 캐싱
되고 실행된다. 
그림 2 에서 메모리 접근 추적 기능에 대한 단계를 

표현하였다. TB 내의 메모리 접근 명령어에서 사용되
는 주소들은 QEMU 의 Translation Lookaside Buffer 
(TLB) 에 의해 호스트 머신의 주소로 매핑되는데, 이
때의 메모리 접근은 호스트 머신의 명령어에 의해 직
접적으로 호스트 메모리의 주소로 접근된다. 따라서 
CPU 에 의한 모든 메모리 접근을 타겟 머신의 물리 
주소 단위로 추적하기 위해서, Front-end 에 추가적인 
IR 명령어를 삽입하고 해당 IR 명령어는 Back-end 단
계에서 hooking 함수를 타겟 머신의 물리 주소를 인자
로 주어 호출 하게 하였다. 

Hooking 함수는 디바이스에 의한 DMA 트랜잭션이 
가능한 영역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검사한다. 이때 가
상 CPU 가 실행하는 모든 메모리 접근 명령어에서 
hooking 함수가 호출되고 충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성능 저하를 줄
이기 위해 디바이스 단계에서 시스템 메모리 접근이 
가능 한 영역들은 해쉬 테이블로 구현되어 있으며, 
가상 디바이스에 의해 접근 가능한 메모리 영역은 동

적으로 해쉬 테이블에 업데이트 된다. 예를 들면, 가
상 OHCI 디바이스에서 TD 가 DoneQueue 로 이동할 
때 해당 해쉬 엔트리가 제거 되고, 새로운 TD 가 리
스트에 삽입되면 새로운 엔트리를 등록한다. TD 자체
와 TD 에서 참조하는 전송 버퍼의 메모리 주소가 
DMA 동작에 의해 접근 되므로 두 영역에 대해 해쉬 
테이블에 등록된다. 
만약 DMA race condition 이 발생하면 QEMU 메인 

루프의 실행을 멈추고 디버그 모드로 진입한다. 사용
자는 해당 이벤트가 나타나면 GDB (GNU Debugger) 
를 QEMU 디버그 포트에 연결하여 race condition 이 
발생한 코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또한 
다른 실제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디버거와는 달리 
QEMU 에서는 CPU 를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들의 동
작이 멈추게 되므로, race condition 발생 당시의 디바
이스 내부 상태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5. 실험 결과 및 분석 

HC 테스트를 위해 2 개의 다른 USB 디바이스를 
사용했다. Mass storage 디바이스는 큰 용량의 연속적
인 Bulk 전송의 요청을 하고, CDC (Communication 
Device Class) USB 이더넷 디바이스를 통해 상대적으
로 작고 불연속 적인 Bulk 전송과 인터럽트 전송을 
테스트 했다. 또한 QEMU 에서 OHCI 동작은 TB 에 
있는 명령어 실행을 하고 

Mass storage 에서는 블록 디바이스 레벨의 read 동
작, 파일시스템의 read/write 동작을 테스트하고, USB 
이더넷 디바이스에서는 short packet 이 자주 발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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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netperf [6] 를 사용해 TCP receive 동작을 테스트 
했다. 

표 1 에 메모리 접근 추적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표시했다. DMA race condition 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에서 EXT2 file system 을 사용했을 때 
반복적인 sync 시스템 콜 에서 OHCI 가 DMA 전송 
중인 슈퍼블럭에 대해 CPU 가 read 하는 상태가 
감지되었다. GDB 를 통한 백트레이스 분석 결과 sync() 
system call 에서 dirty flag 를 슈퍼블럭에 해당하는 
buffer head 에 셋팅하고, 해당 buffer head 는 커널의 
write-back 커널 스레드에 의해 비동기적으로 해당 
파일시스템의 block device 에게 write 를 한다. 이후의 
ext2 파일시스템의 동작은 해당 블럭의 write 가 완료 
되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슈퍼블럭의 메모리 접근시에 DMA race condition 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CPU 는 read 
하고 DMA 동작은 디바이스로의 write 이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지만, 해당 CPU 의 
read 동작은 write 완료 시점 이후로 직렬화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동작이다. 

<표 1>  OHCI HCD 메모리 접근 추적 테스트 결과 

테스트 케이스 결과 

EXT2 파일 시스템 DMA race condition발생 

Block device 정상 

EXT3 파일 시스템 정상 

CDC USB 이더넷 정상 
 
실험을 통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DMA 

race condition 감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잠재적인 결함은 실제로 
동작상의 문제로 나타나기 전에는 발견되기가 쉽지 
않다.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는 시스템 동작을 
망가트리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하드웨어에서 테스트하기 힘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가상 디바이스의 내부 상태까지 고려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을 통해 잠재적인 결함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full system emulator 을 사용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QEMU 에서는 이미 많은 가상 디바이스를 제

공하고 있지만, 제공 되지 않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드라이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 디

바이스를 안정적으로 구현 해야 한다. [7] 에서 빠른 
디바이스 검증을 위해 SystemC 로 작성된 하드웨어 
모듈이 QEMU 의 플러그인으로 연결되어 테스트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 가상 디바이스의 
모델링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 
된다면 안정적인 임베디드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바이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을 정의하고 자동으로 동작을 시뮬레이

션 할 수 있는 기법을 추가적으로 개발한다면 test 

coverage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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