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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저작권은 저자 및 WiseGuys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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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해킹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세마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다. 개인적으로 OS 수업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며, OS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세마포. 세마포를 printf쓰듯이 쓸수만 있다면 연
봉 5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다. 그럼 세마포에 대해서 알아보자.
━[0x01 이런! 내 월급~~]━━━━━━━━━━━━━━━━━━━━━
해쿨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한달에 50만원씩 받는 A씨. 월급 들어오는

날 기분을 내 옷을 사기 위해 통장에 있는 10만원 중, 5만원을 인출하
였다. 인출하는 순간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기쁜
마음에 잔고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잔고에 5만원이 있는게 아닌가!
이게 뭔 일이지?
어찌 된 상황일까.
돈을 인출하는 상황 :
1) 메모리로부터 잔고의 내용을 레지스터에 전송한다.
2) CPU는 레지스터 내용에서 5만원을 뺀다.
3) 레지스터의 내용을 메모리로 전송한다.
돈을 입금하는 상황 :
4) 메모리로부터 잔고의 내용을 레지스터에 전송한다.
5) CPU는 레지스터 내용에서 50만원을 더한다.
6) 레지스터의 내용을 메모리로 전송한다.
이런 활동들이 일어 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50만원이 사라졌지?
멀티프로세싱이 가능한 컴퓨터. 이런 순서로 동작하면 어떻게 될까?
1) -> 4) -> 5) -> 6) -> 2) -> 3)
50만원의 행방이 이리하여 날라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개
의 프로세스가 동일한 자료를 접근하여 조작하고, 실행 결과가 접근하
는 특별한 순서에 의존하는 것을 경합상태(race counter)라 말한다. 말
도 안된다고? 만일 제어를 해 주지 않는 다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0x02 세마포란?]━━━━━━━━━━━━━━━━━━━━━━━━
그럼 오늘의 이슈 세마포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세마포는 같은 자원
을 동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어해 주는 것이다. 그럼 세마포는 어떻
게 동작을 하는 것일까? 세마포는 우선 임계영역과 잔류영역을 구분함
으로써 상호배제를 구현한다. 여기에서 상호배제란 하나의 자원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 접속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임계영역이
란 프로세스가 공유자원에 접근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잔류영역이란 공
유자원을 사용하고 O/S에 자원에 돌려주는 부분을 의미한다. 즉 경합상
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임계영역에 한 프로세스가 들어갔을
경우, 다른 프로세스들은 임계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세마포의 다음 구성으로는 wait(S)와 signal(S)를 들 수 있다. wait(S)
는 어떤 한 프로세스가 임계영역에 있을 경우, 다른 프로세스들이 임계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고, 임계영역에 있는 프로세스가 잔류영역으로 나
올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연산이다. signal(S)는 임계영역에 있던 프
로세스가 잔류영역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임계영역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른 프로세스에게 알려주는 연산을 한다. 또한 세마포는 mutex(mutual
exclusion)라는 공동 세마포를 공유하며 동시 접속이 가능한 자원의 수
만큼을 표기한다.(보통 1) 예를 들어 프린터가 하나가 프린터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수는 1개가 된다. 그럼 프린터가 두개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럼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는 프린터의 수는 2개이므
로 두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mutex는 2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빈약한 예가 될 지 모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자원
의 수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x03 그럼 세마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
세마포의 구성요소는 위에서 살펴 보았다. 그런데 도대체 이놈의 구성
요소가지고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안 될것이다. 그럼 세마포 이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
│
repeat
│
│
[wait(mutex);]
│
│

임계영역

│
│
│
│
│

│
│
[signal(mutex);]
│
│
│
│
until false;
└──────────────┘

잔류영역

│
│
│
│
│
│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즉 임계영역에 들어가기전 wait 연산을 통하여 임계영역에 어떠한 프로
세스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임계영역에 있는 프로세스가 없을 시, 자신
이 임계영역을 들어가고 임계영역에 있는 프로세스가 있을 시, 임계영
역에 있는 프로세스가 나올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임계영역에서 빠져
나온 프로세스는 잔류영역에 들어가기 전, signal연산을 통하여 자신이
임계영역에서 나왔다는 것을 임계영역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프
로세스들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잔류영역에 들어가, 나머지 연산을 수
행하는 것이다. 세마포는 이러한 동작을 통하여, 간단하게 경합상태를
방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0x04 wait와 signal연산에 대해 알아보자]━━━━━━━━━━━━
세마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았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wait와 signal연산이 동작하는 것일까? wait와 signal의 구현에 대해
알아보자.
┌────────────────────────┐
│
wait(S) : S.value := S.value -1;
│
if S.value < 0
│
then begin
│
add this process to S.L;
│
block;
│
end;
│
│
signal(S) : S.value := S.value + 1;
│
if S.value <= 0
│
then begin
│
remove a process P from S.L;
│
wakeup(P);
│
end;
└────────────────────────┘

│
│
│
│
│
│
│
│
│
│
│
│
│

우선 wait연산을 살펴보자. wait연산을 처음에 들어온 인자값인 S의
value값을 1 감소시킨다. 이것을 해석보자. 우선 위에서 나온 세마포
구성 그림에서 wait()연산에 들어간 인자값은 무엇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30초동안 손들고 반성하시길...ㅡㅡ^ 잠시 위로 올라가보
자. wait(mutex)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즉 임계영역에 들어가기 전 공
유자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mutex를 1감소시키는 것이다.
그 후, S.value(즉 mutex)값이 0이하인지 살펴본다. 만약에 공유자원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에서 1을 뺀(mutex 초기값이 1이라고 가정
하였을 시) 값은 0이된다. 즉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프로
세스는 wait문을 빠져나가 임계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른 프로세스가 공유자원을 사용하고 있어서, mutex의 값이 0이었으며
1을 뺀 후, -1이 되었을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if문에 true
가 된다. 그럼 이 프로세스를 S.L에 추가시킨후, 블록시킨다. 이게 무
슨 말인지 살펴보자면, 다른 프로세스가 공유자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자신은 임계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대기하고 있어야 한
다. 이 대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것이 폴링이라는
방법으로 무한루프를 돌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임계영역에서 나왔는지
계속 물어보는 것이다. 간단하게 구현을 하자면

the begin
while(1)
if S.value >= 0
then begin
break;
end;
end;

이 방법이 될 것이다.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고 S.value를 계속 확인을
하며, 다른 프로세스가 임계영역에서 나왔냐고 계속 물어볼 것이다. 그
러나 이 방법의 경우 CPU의 오버헤드를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
서 여기에서는 S.L라는 대기큐(queue)에 이 프로세스를 집어 넣은 후,
프로세스를 block을 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block된 프로세스는 깨
워줄때까지, 즉 다른 프로세스가 임계영역에서 나올때까지 계속 쉬고
있게 된다.
그럼 signal연산을 살펴보자. signal연산을 S.value를 우선 1 증가시킨
다. 자신이 공유자원을 O/S에 반환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 후 S.value
가 0이하인지 살펴본다. 만약에 0이하라면 자신이 임계영역에 있는 동
안 다른 프로세스가 임계영역 접근에 시도하였다가 세마포에 걸려 접근
하지 못하고 대기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 프로세스는 대기큐에서 프로세스를 P를 끄집어 내고 wakeup(P)연산
을 통해 block되어 있는 프로세스 P를 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잔류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깨어난 P는 이제서야 임계영역에 접
근하여 연산을 시작하는 것이다.
━[0x05 세마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DeadLock]━━━━━━━━━━
에잉? 뭔 헛소리냐고. 이 좋은 세마포에 무슨 문제점이 있냐고? 헐헐.
세마포라 할 지라도 경합상태해결하는 모든 방안이 가진 문제점을 똑같
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착상태(DeadLock)이다. 엥? 세마포가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론 아니다. 저자도 가끔 헷갈리
는 경우가 있는데, DeadLock을 해결하는 것이 세마포가 아니라, 세마포
로 인해 DeadLock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저자 저번 리눅스 프로그래밍
스터디 시간에 했던 "세마포는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요"라
고 했던 뻘소리 이해해주길 바란다. 가끔 헷갈린다...ㅡㅡ;; 그 수업
끝나고 생각해보니 잘못 말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
떻게 DeadLock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두개의 프로세스 P1과 P2가 공
유자원 M1과 M2를 필요하다고 해보자, 그런데 P1은 공유자원 M1을 소유
하고 있고 프로세스 P2는 공유자원 M2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
상황에서 P1은 M2에 대한 세마포의 임계영역에 진입하려고 할때, 이미
임계영역에 P2가 진입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
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P2 또한 M1의 임계영역에 진입하지 못
하고 대기상태에 있게 된다. 이리하여 P1과 P2프로세스 모두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계속 block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DeadLock으로써, 세마포와 같은 경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진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되겠다. 이 DeadLock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 및 알고리즘은 많이 나왔으나, DeadLock의 실제 발생
빈도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운영체제들이 DeadLock 해결책을 실
제 O/S에 구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0x06 마치며 ]━━━━━━━━━━━━━━━━━━━━━━━━━
해킹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특히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요양한다는 핑계로 공부도
해쿨 활동도 뜸하고 지내고 있었던거 죄송합니다. 이 문서를 시작으로
이제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