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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는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는 자율수리 도구의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기존의 연구는 프로그램의 반복수행을 통해 안전한 인터리빙을 수집하여 프로그램의 동작을 제한한다. 하지만 테스트 단계에서 

수집되지 않은 안전한 인터리빙을 잘못된 인터리빙으로 처리하여 수리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본 논문

은 원자성위배 패턴을 사용하여 안전한 인터리빙을 예측하여 생성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여 수리기법에서 불필요한 수리로 인한 

오버헤드를 감소하기 위한 안전한 인터리빙 정보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항공기 소프트웨어(airborne software), 자율수리(on-the-fly repairing), 동시성오류(concurrency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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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항공기 소프트웨어는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이

다[1]. 동시성오류는 비결정적인 수행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동작

은 항공기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동시성오류는 개발 중 탐지되거나 운행 중 자율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한다.

테스트 인터리빙을 사용하여 자율수리를 하는 도구는 프로그램의 

반복수행을 통해 안전한 인터리빙을 수집하여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동작하도록 제한한다[2]. 하지만 프로그램 인터리빙 수집

과정 중 수행되지 않은 안전한 인터리빙 또한 잘못된 수행으로 처리하

여 제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리(false positive)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원자성위배가 일어나는 인터리빙 패턴 정보를 사용해 

안전한 인터리빙을 예측하여 생성시키는 기법으로 불필요한 수리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Background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는 항공기 소프트웨어에서 동시성오류의 발생

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항공기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동시성오류는 순서위배

(order violations), 원자성위배(atomicity violations)가 대표적이다

[3]. 순서위배는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공유자원에 접근하는 이벤트의 

순서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원자성위배는 원자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코드가 개발자의 잘못된 추정으로 인해 원자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시성오류는 소프트웨어의 실패(failure)를 

발생시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성오류 중 원자성위배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개발 중에 탐지하여 제거하거나 운행 

중에 자율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한다[2].

동시성오류의 자율수리는 프로그램을 수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자율수리 기법 중 테스트 인터리빙 정보를 사용하는 수리기

법은 테스트 단계에서 안전한 인터리빙 정보들을 수집한다. 테스트 

단계는 프로그램의 반복수행을 통해 안전한 인터리빙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수집된 안전한 인터리빙 정보를 사용하여 안전한 

인터리빙에 속해있지 않으면 동시성오류로 판단하여 수리를 수행한

다. 하지만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되지 않은 안전한 인터리빙을 잘못된 

인터리빙으로 판단하여 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III. Safe Interleaving Generator

본 논문은 항공기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성위배 

패턴을 이용하여 안전한 인터리빙을 예측하는 기법제시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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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필요한 수리를 감소하여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기법을 제시한

다. Table 1은 기법의 예시를 보여준다. 

원자성위배 패턴 예측된 정상 실행 

R1-W2-W1 R1-W1-W2 W2-R1-W1

W1-R2-W1 W1-W1-R2 R2-W1-W1

R1-W2-R1 R1-R1-W2 W2-R1-R1

Table 1. anticipated safe interleaving using atomicity 

violation patterns

Table 1에서 원자성위배 패턴은 공유메모리에 접근 순서가 원자성

위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나의 스레드1 에서 원자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실행이 스레드2의 접근 사건으로 인하여 원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예측된 정상 실행은 원자성위배를 제외한 실행이다. 

R/W는 읽기/쓰기 사건을 의미하고 읽기/쓰기 사건 옆의 숫자는 스레드 

번호를 의미한다.

Fig. 1. safe interleaving generator overall architecture

Figure 1은 안전한 인터리빙 생성기의 전체 동작을 나타낸 그림이

다. 전체적인 구성은 항공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안전한 인터리빙 

생성기, 안전한 인터리빙들로 구성이 된다. 안전한 인터리빙 생성기는 

항공기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입력받은 

항공기 소프트웨어에서 발생된 원자성위배 패턴을 안전한 인터리빙 

생성기에서 사용한다. 예측기는 원자성위배 패턴을 입력받아 예측된 

정상 실행들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안전한 인터리빙 생성기를 사용하

면 원자성위배 패턴만을 입력받아 예측된 정상 실행을 알 수 있으므로 

테스트 단계에서 안전한 인터리빙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인터리

빙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 자율수리 기법의 불필요한 수리를 방지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항공기 소프트웨어에서 안전한 인터리빙을 기반으로 

동시성오류를 수리하는 기법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수리의 발생을 

방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안전한 인터리빙 생성기법 적용한 후 

안전한 인터리빙을 예측하여 자율수리 도구의 불필요한 수리를 감소시

켜 오버헤드를 줄이는 기법을 제안한다.

향후 안전한 인터리빙을 예측하는 기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수리도구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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