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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실행소프트웨어 전체를 가

상화하는 전가상화 기능을 구현하면 기존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수 있고, OS와 하드웨어플

랫폼의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한 보안성

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공위성 소프트웨어와 같

이 안전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

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재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1]. 전

가상화는 운영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스택 전체

의 수정 없이 가상 머신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어, 

새로운 타겟 시스템에서도 기존의 바이너리를 재사

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전가상화 시스템에서 가상머

신모니터 (Virtual Machine Monitor)는 게스트 가

상머신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자원에 대해 요청을 

대신 수행한다. 가상 머신 모니터는 임베디드 하드

웨어 상태를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해 준다. 하

지만 전가상화는 가상 머신의 하드웨어 자원 제어

에 대한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 머신 모니터로 

문맥 전환이 발생해 실행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2]. 전가상화에서 가상머신의 실행은 동

적이진 변환기 (Dynamic Binary Translator)를 사

용하고 있으며 [3, 4],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동

작을 수정하여, 전가상화에서의 실행속도를 개선하

고자 한다.

동적 이진 변환기는 게스트 바이너리 이미지로

부터 생성한 변환 블록 (Translation Block)을 실행

하는데, 변환된 블록을 실행하고 명령어들을 실행하

기 위해 문맥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맥 전환

으로 인한 오버헤드는 동적 이진 변환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변환 블록의 크기가 

작아지면 문맥 전환의 횟수가 많아지며, 변환된 명

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가상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정보를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QEMU [4,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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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sim [6]과 같은 에뮬레이터 기반 가상화 프로

그램에서는 변환 블록 연결 기술을 적용하여 문맥 

전환 횟수를 줄여 가상화 성능을 높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위성의 탑재 컴퓨터를 위해 

개발된 S-Hypervisor 가상머신모니터 [7]의 실행

속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적 이진 변

환기의 변환된 게스트 이미지를 변환하는 과정 중 

트랩 발생 감지 시점을 변경하여 변환된 블록의 크

기를 크게 만들어서 문맥 전환의 횟수를 줄이고, 호

스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범용 레지스터를 활용하여 

가상 머신의 상태 레지스터 정보를 저장하고 복구

하는 비용을 줄여 문맥 전환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

을 제안한다. 

Mälardalen WCET 벤치마크와 Dhrystone 벤치

마크를 사용하여, 제안한 가상화 기법과 다른 가상

화 소프트웨어와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동적 이진 변환기의 성능은 

일반적인 동적 변환기를 사용한 경우보다 최대 

5.95배 높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인공위

성 탑재 컴퓨터를 위한 전가상화 소프트웨어인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 구조를 설명한

다. Ⅳ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베디드 동

적 이진 변환기의 변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

한다. Ⅴ장에서는 제안하는 가상화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며,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Xen과 KVM은 대표적 오픈소스 하이퍼버이저이

다. Xen [8]은 타입 1의 하이퍼바이저로 전가상화

와 반가상화 모두를 지원하며, 메모리 관리, CPU 

가상화, 디바이스 입출력에 대해 반가상화를 사용하

였다. 또한, 다중의 OS에 대해 독립성을 제공한다. 

KVM [9]도 Xen과 마찬가지로 타입 1의 하이퍼바

이저로 하이퍼바이저 안에 완전한 리눅스 커널을 

넣었다. KVM은 Xen과 달리 하드웨어 가상화가 지

원되는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임베디드 시스

템에서 Xen과 KVM을 활용한 가상화가 연구되고 

있다 [10, 11]. 

QEMU는 동적 이진 변환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

웨어 가상화 시스템이다. x86, PowerPC, ARM, 

SPARC, Alpha, MIPS 환경에서 x86, PowerPC, 

ARM, SPARC에 대해 에뮬레이트를 지원한다. 

QEMU는 KVM을 지원하여 ARM 프로세서에 대해 

하드웨어 가상화를 지원한다. ARMvisor [12]는 

QEMU기반의 KVM을 지원하는 가상화 시스템이다. 

ARMvisor는 트랩 및 에뮬레이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KVM의 트랩 가상화의 지원을 활용하였다.

Laysim [2]은 QEMU 기반의 위성용 프로세서 

에뮬레이터이다. QEMU의 블록 연결 최적화를 통해 

동적 이진 변환기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QEMU는 SPARC 명령어 중 LOAD, STORE, 

SWAP과 정수 상태 코드 (Integer Condition 

Code)인 ADDcc, SUBcc와 같은 명령어들에 대해 

변환된 블록에 도움 함수 (Helper Function)를 삽

입하여 에뮬레이션하지만, Laysim은 도움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변환된 블록 내에서 에뮬레이

션함으로써 도움 함수 호출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

드를 줄여 변환 성능을 높였다.

본 논문에서는 SPARC 계열 프로세서를 위해 개

발된 전가상화 소프트웨어인 S-Hypervisor의 실행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변환된 블록의 크기를 늘려

서 문맥 전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Ⅲ.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

그림 1은 위성용 하이퍼바이저인 S-Hypervisor

의 구조로 위성 탑재 컴퓨터용 타입 2 하이퍼바이

저의 설계 및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한 구조를 나타

낸다. 하이퍼바이저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가상화와 

파티셔닝을 위한 구성 요소들이 Linux 커널에 모듈

로 설계되어 있다. 가상 머신 모니터 (Virtual 

Machine Monitor, VMM)는 운영 체제에 모듈로 구현

그림 1. S-Hypervisor 구조

Fig. 1 Structure of S-Hy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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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가상 머신 (Virtual Machine, VM)은 사

용자 프로세스로 각 가상 머신은 가상 프로세서 

(Virtual Central Processing Unit, VCPU), 가상 

장치, 실행 모듈 및 동적 이진 변환기 (Dynamic 

Binary Translator, DBT)로 구성된다.

가상 프로세서는 쉐도우 레지스터 및 레지스터 

윈도우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이며, ERC32 [13]

용 가상 프로세서를 정의하고 명령어들을 분류한다. 

실행 관리자는 동적 이진 변환기 및 가상 프로세서

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실행한다.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의 성능을 개

선하기 위해 트랩 및 에뮬레이션 방식을 트랩 처리

를 사용자 수준의 명령어로 에뮬레이션하는 방식으

로 변경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7]. S-Hypervisor는 VMware와 동일하게 트랩에 

대해 특권 모드가 필요 없는 사용자 수준의 명령어

로 에뮬레이션하는 방법을 통해 동적 이진 변환기

의 성능을 높였다 [14].

1. 트랩 및 에뮬레이션 구조

QEMU, Laysim 가상화 시스템에서 가상 머신의 

트랩을 처리하기 위해 트랩 및 에뮬레이션 방식을 

사용한다. Popek 와 Goldberg가 제안한 트랩 및 

에뮬레이트 방식은 가상 머신이 트랩이 발생할 시 

실행 관리자의 트랩 핸들러를 통해 가상머신의 트

랩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가상 머

신의 트랩에 대해 유저 모드의 명령어로 변환하여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트랩 및 에뮬레이

트 방식은 가상 머신이 트랩이 발생할 시 가상 머

신과 실행 관리자 간 문맥전환을 빈번하게 발생시

켜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는 트랩이 

발생할 수 있는 특권 명령어와 민감 명령어들에 대

해 변환된 블록을 나누어 트랩이 발생하는 경우 사

용자 수준에서 에뮬레이션하였다 [7]. 하지만 RISC 

시스템에서의 빈번한 LOAD, STORE 명령어로 인

해 문맥전환의 횟수가 많아진다. 트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문맥전환 후 트랩이 발생하는지 확인

하기 때문에 변환된 블록의 크기도 작아지게 된다. 

변환된 블록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가상 머신

과 실행 관리자 간 문맥전환이 늘어나게 된다. 실행 

관리자에서 가상 머신으로 문맥전환을 하게 되면 

가상머신의 가상 프로세서의 값을 복구하기 위해 

상태 레지스터 외 해당 변환된 블록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 값을 불러오는 비용이 발생하며, 가상 머

신에서 실행 관리자로 문맥 전환 시에도 가상 프로

세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2. 동적 이진 변환기의 변환 규칙 및 블록 생성

과정

그림 2와 같이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

기는 실행 순서에 따라 번역된 코드를 변환된 블록 

캐시에 저장하여 동일한 코드를 실행할 경우 저장

해 놓은 변환된 블록 캐시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한

다.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는 ERC32의 

일반 명령어의 경우는 가상화 단계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이 동일한 명령어로 실행 가능하다. 

게스트 명령어를 복사하여 동일한 명령어로 실행한

다. 특권 명령어의 경우 가상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 (Processor State Register, PSR)를 

통해 권한 모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게스트가 특

권 모드에서 실행 중이면 동일한 수행을 하는 변환 

된 특권 명령어가 실행된다. 메모리와 관련된 

STORE, LOAD 명령어의 경우 가상 머신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기준으로 게스트 명령어의 주소를 오

프셋으로 저장될 주소를 계산하는 작업을 추가한다.

CALL과 RET와 같이 무조건 분기 명령어의 경

우 가상 머신에 할당된 메모리 기준으로 무조건

그림 2. 동적 이진 변환기의 변환된 블록

실행 과정

Fig. 2 Flowchart of executing translated blocks 

of dynamic binary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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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적 이진 변환기의 게스트 이미지 변환 과정

Fig. 3 Guest image translation process of dynamic binary translator

분기 명령어에 메모리 주소를 오프셋으로 하여 다

음 게스트 명령어 주소를 계산한다. 이와 비슷하게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경우 게스트의 프로세서 상

태 레지스터의 상태 플래그를 참조하여 가상 머신

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기준으로 게스트 명령어

의 주소를 오프셋으로 저장될 주소를 계산하는 작

업을 추가한다.

SAVE 및 RESTORE 명령어의 경우 SPARC 계

열의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윈도우에 대한 처리를 

위해 게스트의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의 현재 윈

도우 포인터 (Current Window Pointer, CWP)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자 수준 명령어로 에뮬레이션한

다.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는 트랩이 발

생할 수 있는 명령어들에 대해 기본 블록을 나눈다. 

메모리 명령어와 게스트의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

를 변경하는 명령어 중 트랩과 관련된 명령어, 실행 

흐름을 변경하는 명령어들에 대해 기본 블록을 나

눈다. 이 경우 기본 블록의 명령어 수가 작아지게 

된다. 기본 블록의 명령어의 수가 작아지게 되면 빈

번한 가상 머신과 실행 관리자 간 문맥 전환 때문

에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Ⅳ. 임베디드 동적 이진 변환기 성능 개선

본 논문에서는 S-Hypervisor의 하드웨어를 필

요로 하는 명령어를 에뮬레이션하는 경우 문맥 전

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트랩 및 에뮬레이션에 대한 최적화와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레지스터를 활용하여 가상 

머신과 가상 머신 관리자 간 문맥 전환 비용을 줄

이는 기술 대해 구현하였다.

1. 트랩 및 에뮬레이션

그림 3은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에

서 게스트 명령어를 호스트 명령어로 변환하는 과

정을 나타낸다.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

에서는 게스트의 명령어는 호스트의 명령어 집합에 

포함되어 일반 명령어의 경우 동일한 명령어로 번

역된다. 특권 명령어와 민감 명령어의 경우 해당 명

령어에 대해 변환과정을 마치고 변환된 블록을 캐

시에 삽입 후 가상 머신의 실행 관리자가 변환된 

블록을 실행하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동적 이진 변환기에서는 특권 명령어와 민감 명

령어가 트랩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코드를 삽입하

여 게스트 명령어가 실행 흐름 제어 명령어일 때까

지 변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변환된 블록을 합친

다.

변환 블록을 합치는 과정에서 합쳐진 두 개의 

변환 블록 내 각각에 존재한 게스트 명령어에 의해 

변경된 호스트의 레지스터 정보를 저장하고 복구하

는 과정의 문맥 전환을 위한 명령어의 개수가 줄어

들어 실행되는 명령어 수뿐만 아니라 변환 블록을 

관리하기 위한 메모리 또한 절약할 수 있다.

2. 호스트 운영체제의 비사용 레지스터 활용을

통한 문맥 전환 비용 감소

S-Hypervisor의 호스트 운영체제인 SP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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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의 경우 범용레지스터 6번과 7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Linux 시스템의 특징으로 타 운영

체제의 경우 범용레지스터 6, 7을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범용 레지스터 6, 7을 이용하여 실행 관

리자와 가상 머신 간의 문맥전환 시 발생하는 변환

된 블록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불러오는 과정과 

상태 레지스터값을 저장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범

용 레지스터 6, 7에 ERC32의 프로세서에 대한 정

보를 저장하는 가상 프로세서의 주소 값과 가상 프

로세서의 상태 레지스터의 정보를 저장한다. 이 경

우 상태 레지스터에 대한 저장과 복구 과정에서 어

셈블리어 수준의 명령어를 통해 가상 프로세서의 

상태레지스터와 호스트의 상태레지스터 복구를 수

행할 수 있어 문맥 전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Ⅴ. 실험결과 및 분석

모든 실험은 GR-LEON4-ITX [15]에서 수행되

었으며, 호스트 운영체제로 RTEMS [16] 위에서 

실행되는 동적 이진 변환기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랩 및 에뮬레이션 방식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Mälardalen WCET 벤

치마크 [17]를 통해 다양한 게스트 이미지들에 대

한 변환된 블록 크기를 측정하고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와 실행시간을 비교하였다. 표 1은 

Mälardalen WCET 벤치마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표 1에서 S는 실행 흐름이 하나로 이루

어짐을 의미한다. L은 반복문을 사용하고, N은 중

첩 반복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A는 1차원 혹은 2

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고, R은 재귀함수의 사

용을 나타낸다. bs는 15개 정수로 이루어진 배열에 

대한 이진 검색을 수행한다. 벤치마크 중 가장 실행

시간이 짧은 벤치마크이다. fac는 팩토리얼 작업을 

수행한다. 벤치마크 중 가장 짧은 길이의 코드 줄 

수로 이루어져 있다. fir는 700개의 긴 예제에 대한 

유한 임펄스 응답 (Finite Impulse Response, FIR) 

필터를 수행한다. 벤치마크 중 실행시간이 가장 길다.

benchmark S L N A R Bytes LOC

bs √ √ 4248 114

fac √ √ √ 332 27

fir √ √ √ 11965 276

prime √ √ 797 47

표 1.  Mälardalen WCET 벤치마크 종류

Table 1. Mälardalen WCET Benchmark Types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는 벤치마크이다. 또

한, 프로세서 가상화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Dhrystone 2.1 [18]을 이용하였다. 

기존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의 기본 

블록의 변환 단위 크기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움 

함수를 통한 트랩처리 방식을 통해 변환 기준을 개

선한 동적 이진 변환기의 기본 블록의 변환 단위 

크기를 비교하였다. 또한, 트랩 처리 때문에 변환된 

블록을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환된 블록 내에서 

트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한 개선된 

동적 이진 변환기와 문맥전환 시 상태 레지스터에 

대한 저장, 복구 과정을 최적화한 방법, 변환된 블

록 연결 방식들을 적용하였을 때에 대해 

Mälardalen WCET 벤치마크와 Dhrystone 벤치마

크를 통해 실행시간을 비교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변환 효율을 높인 동적 이진 변환기를 

QEMU, Laysim과 Dhrystone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가상화 시스템 성능과 호스트 

성능을 비교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가

상화로 인한 성능저하의 비율을 측정한다.

1. 변환된 블록 크기 비교

그림 4는 각 벤치마크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

한 변환된 블록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4

에서 각 그래프의 가로축은 기본 블록의 크기이고, 

세로축은 각 블록 크기에 대한 실행 횟수를 나타낸

다. 개선된 동적 이진 변환기 (Optimized DBT)는 

트랩 및 에뮬레이션에 대해 변환된 블록 내에서 트

랩에 대한 처리를 통해 변환된 블록의 크기를 키우

는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S-Hypervisor의 동적 이

진 변환기의 네이티브 동적 이진 변환기와 비교하

여 트랩 처리에 대해 개선된 DBT의 경우 변환된 

블록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분포되어 있다. 같은 명

령어 수일 경우 변환 단위를 키워 변환된 블록의 

크기를 키우는 경우 실행 관리자와 가상 머신 간 

문맥 전환 횟수가 감소한다. 그림 4에서 각 변환된 

블록 크기에 대한 실행횟수를 더한 것이 문맥 전환 

횟수가 된다. 개선된 동적 이진 변환기의 문맥 전환 

횟수는 네이티브 동적 이진 변환기의 문맥 전환 횟

수보다 bs는 75%, fac은 49%, fir은 72%, prime은 

25%만큼 줄어들었다.

2. 실행 시간 비교

네이티브 동적 이진 변환기 (Native Dynamic 

Binary Translator)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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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환된 기본 블록 크기별 실행 횟수

Fig. 4 The number of executions by the translated block size

처리 최적화, 블록 연결, 문맥 전환 최적화를 적용

한 동적 이진 변환기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Mälardalen WCET 벤치마크의 bs, fac, fir, prime

의 실행시간과 Dhrystone 2.1버전을 40000번 수행

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네이티브 동적 이진 변환기

는 S-Hyper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로 본 논문의 

동적 이진 변환기와 성능을 비교하는 대상이다. Opt

DBTv1 (Optimized Dynamic Binary Translator)은

그림 5. 네이티브 DBT 대비 성능 향상 비교

Fig. 5 Improved execution time compared

to native DBT

트랩 처리로 인한 변환된 블록을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환된 블록 내에서 트랩이 발생하는지 확인

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Opt DBTv2는 Opt 

DBTv1에서 문맥전환 시 상태 레지스터에 대한 저

장, 복구 과정을 최적화한 동적 이진 변환기이다. 

Opt DBTv3은 Opt DBTv2에서 변환된 블록 연결 

방식을 적용한 동적 이진 변환기이다.

그림 5는 Mälardalen WCET 벤치마크를 실행한 

결과이다. 그림 5에서 가로축은 각 벤치마크를 나타

내고, 세로축은 네이티브 DBT에 대한 성능 개선 

비율이다. 네이티브 동적 이진 변환기 대비 Opt 

DBTv1은 최소 1.56배에서 최대 2.16배 성능이 향

상되었으며, Opt DBTv2는 1.64배에서 최대 3.64

배 향상되었다. Opt DBTv3은 최소 2.21배에서 최

대 5.95배 향상되었다. 

그림 6은 Dhrystone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각 

동적 이진 변환기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가로

축은 네이티브와 개선된 DBT 종류이고, 세로축은 

Dhrystone 벤치마크 성능 MIPS를 나타낸다. 네이

티브 동적 이진 변환기 대비 각 동적 이진 변환기

는 각각 1.48배, 2.01배, 3.62배, 4.74배 향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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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적 이진 변환기들의

Dhrystone MIPS 성능 비교

Fig. 6 Dhrystone MIPS execution time 

comparison of dynamic binary translator

Emulator Opt. DBTv3 QEMU, Laysim

Processor
GR-LEON4-I

TX

Intel 

Pentium 

M752

Processor 

Clock
100Mhz 600Mhz

RAM 256MB 1GB

Cache 4KB 2048KB

OS RTEMS Linux

ISA SPARCv8 X86

Host DMIPS 119.82 1198.22

표 2. 가상화 시스템들의 호스트 환경

Table 2. Host environments

of virtualization systems

3. 타 가상화 시스템과의 하드웨어의 가상화로

인한 성능저하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변환 효율을 높인 동적 이

진 변환기를 QEMU, Laysim과 Dhrystone 벤치마

크를 이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2는 가상화 

시스템 호스트 환경을 나타내 표이다. QEMU와 

Laysim의 경우 x86 로 SPARC계열에 게스트를 

x86에서 에뮬레이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반면 

Opt DBTv3의 호스트는 GR-LEON4- ITX 로 임베

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보드이다. Opt DBTv3과 

QEMU, Laysim의 호스트의 성능은 성능에 많은 영

향을 주는 processor clock과 Cache의 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Intel 펜티엄 프로세서의 DMIPS 

값은 GR-LEON4-ITX의 DMIPS 값보다 10배 높

다. 이는 Intel  속도가 GR-LEON4-ITX 보다 6배 

그림 7 가상화 시스템의 게스트와

호스트 DMIPS 비교

Fig. 7 Comparison of guest and host DMIPS

in virtualized systems

Opt. 

DBTv3
QEMU Laysim

OS RTEMS RTEMS RTEMS

Proces

sor
ERC32 LEON3 ERC32

ISA SPARCv7 SPARCv8 SPARCv7

Guest 

DIMPS
2.93 26.17 20.15

표 3. 가상화 시스템들의 게스트 환경

Table 3. Guest environments

for virtualization systems

빠른 것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Intel은 일반 PC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GR-LEON4-ITX와 보다 Cache와 RAM이 

GR-LEON4-ITX보다 각각 4배, 512배 크기 때문

이다.

표 3은 각 가상화 시스템의 게스트 환경을 나타

낸다. Opt DBTv3, QEMU, Laysim 모두 RTEMS 

운영체제에서 SPARC계열의 프로세서에 대해 에뮬

레이션을 수행한다. 가상화 시스템들의 DMIPS 값

을 측정한 결과 Laysim은 Opt DBTv3보다 약 8.9

배, QEMU는 Opt DBTv3에 비해 약 6.9배 DMIPS

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그림 7은 호스트 DMIPS 대비 가상화 시스템의 

DMIPS값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7에서 가로축은 

각 가상화 시스템이고 세로축은 호스트 대비 게스

트의 성능이다. 가상화 시스템들은 전부 호스트의 

DMIPS의 2.4% 이하의 성능을 보인다. 이는 Opt 

DBTv3 외 다른 가상화 시스템 또한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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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PS의 2.4% 이상의 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aysim과 QEMU의 

호스트의 경우 Opt DBTv3의 호스트보다 빠른 프

로세서와 더 큰 메모리를 가지지만, QEMU의 경우 

호스트 DMIPS의 1.7% 만큼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Opt DBTv3이 다른 가상화 

시스템보다 가상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적다는 것

을 의미한다.

Ⅵ. 결 론

S-Hyerpvisor의 동적 이진 변환기는 가상 머신

과 실행 관리자 간 문맥 전환 비용이 많이 발생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가상화 시스템의 성능을 개

선하기 위해 트랩 및 에뮬레이션을 개선하고, 변환

된 블록 연결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호스트 운영체

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범용 레지스터를 이용한 가

상 머신과 실행 관리자 간 문맥 전환 비용을 줄이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범용 시스템인 x86에서 가

상화를 지원하는 QEMU와 Laysim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실행시간을 비교하여 임베디드 시

스템에서의 가상화 성능 저하가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가상화 시스템의 게스트 운영

체제인 RTEMS는 Memory Management Unit 

(MMU)를 지원하지 않아 메모리와 관련된 명령어에 

대한 관리를 가상 머신에게 할당된 메모리를 이용

하여 관리하는 단순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향후 

MMU를 이용하는 게스트 운영체제를 위한 메모리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게스트 운영체제에 대한 지

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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