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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의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료경합은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비결정적 수행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자료경합의 디버깅을 위해서 시간 및 자원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프

로그램의 수행 중에 이를 용인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트랜잭셔널 

메모리(STM)를 사용하여 공유변수에 대한 트랜잭션 영역을 설정하고 공유변수에 대한 이벤트 충돌 유형에 따른 자료경합 치유 

기법을 설계한다.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 수행 중에 자료경합을 치유하는 기법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한다. 

키워드: Multithread programs, healing data races, software transactional memory

I. Introduction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의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료경합(data 
races)[1]은 프로그램의 신뢰성 보장을 어렵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자료경합의 디버깅을 위한 탐지 기법 개발이 

중심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과도한 자원적 비용을 발생시켜 비효율적

이며, 프로그램의 수행 중에 자료경합을 용인하고 치유(healing)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본 논문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료경합 유형을 

구분하고,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메모리(STM)[2]를 사용하여 공유변

수에 대한 트랜잭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충돌에 따른 자료경합 

치유 기법[3]을 설계한다. 최종적으로는 설계된 자료경합 치유 기법의 

실현가능성을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II. Background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자료경합은 두 개 이상의 스레드에서 

하나의 공유변수에 적절한 동기화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쓰기 이벤트

를 포함하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경합은 비결정적인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테스팅 동안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자료경합 치유는 자료경합 포인트를 원자적으로 제한하는 

Always-on 기법, 자료경합이 발생하면 최근 체크포인트로 돌아가는 

roll-back 기법, 사전에 자료경합의 징후를 분류한 뒤 방지하는 

post-mortem triage 기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3]. 트랜잭셔널 

메모리는 병렬 스레드가 공유변수에 접근하여 충돌이 발생하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어 자료경합 치유 기법에 적용 시 쉬운 체크포인트 

설정, 충돌감지 및 관리로 효과적인 roll-back 기법의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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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all Architecture 

Ⅲ. The Proposed Technique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자료경합은 두 개 이상의 스레드들에 

의해 발생하는 공유 자원에 대한 충돌 현상이다. 따라서 충돌 유형은 

공유변수에 접근한 이벤트에 따라 RAR(read and read), RAW(read 
and write), WAW(write and write), WAR(write and read)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료경합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경합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STM을 사용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자료경합 

치유 기법의 내부구조를 나타내며, 트랜잭션 영역을 식별하는 

Transactional Region Specifier(TRS)와 충돌 유형에 따른 복구 

처리를 담당 하는 Healer로 구성된다.
TRS는 사전 학습/분석을 통해 적절한 트랜잭션 영역 범위를 식별하

고 대상 프로그램에 트랜잭션 영역 설정 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위해 

TRS는 프로그램의 반복문, 조건문, 함수호출 등을 고려한다. 자료경합 

치유 기법으로 인한 프로그램 실행시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료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트랜잭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ealer는 충돌이 감지되었을 때 TRS에 의해 식별된 트랜잭션 

영역의 체크포인트로 roll-back하여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

하도록 한다. 이때 충돌 유형에 따라 RAW, WAW, 그리고 WAR 
충돌일 경우는 roll-back을 수행하지만 RAR과 같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충돌은 무시한다.

Ⅳ. Evaluation

Race

Type

Original Run of 

Synthetic Programs

Run of Synthetic Programs 

with STM

R01 R02 N01 R01 R02 N01

RAW ○ ○ × × × ×

WAW ○ ○ × × × ×

WAR ○ ○ × × × ×

Table 1. The Result of Experimentation

  

설계한 자료경합 치유 기법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성 

프로그램(synthetic programs)을 구현하고 STM을 위해 

TinySTM[2]을 사용하였다. 
각 충돌 유형에 따라 합성 프로그램과 STM이 자료경합을 치유할 

수 있도록 트랜잭션 영역을 설정한 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결과에서와 같이 의도적으로 자료경합을 내포한 

합성 프로그램인 R01과 R02의 원 수행(original run)에서는 자료경합

이 각 유형별로 발생하였지만, 제안한 STM 기반 치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공유변수에 대한 이벤트의 각 충돌 유형별로 자료경합의 발생 

없이 수행되어 자료경합이 치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STM을 이용하여 자료경합을 치유할 수 있는 기법을 

설계하였다.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STM 기반의 제시된 

기법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중 자료경합 치유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자동으로 자료경합 치유를 위해 적절한 트랜잭션 영역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Mysql, Apach 등과 같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험적 평가를 통해 실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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