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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새로운 리눅스 커널이 발표되고 나면 2주간의 머지 윈도우(merge window) 기간에 수많은 개

발자가 그동안 구현 및 테스트해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다음 버전의 -rc1 커널이 나

오고 나서 다시 7~8주가 흐르면, 새로운 기능들이 안정화되고 버그들을 수정하여 다시 새로운 리

눅스 커널을 발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눅스 커널은 두세 달이라는 기간에 전 

세계 곳곳의 개발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내·외부적으로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리눅스 커널의 내부를 살펴보려는 노력은 예전부터 계속됐지만, 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커널 개발자들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던 서적들도 지금은 더는 개

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분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변하는 커널 내부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내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꾸준히 리눅스 커널의 내부를 연구하고 이를 엮어 개정판

을 출간하게 된 것을 커널 개발자의 한 명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커널 개발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코드로 알아보는 ARM 리눅스 커널》의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 담겼던 부

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덜어내고, 메모리 및 태스크 관리 같은 커널의 핵심을 다루는 한편, 새로

운 ARM 64비트 머신에 대한 설명을 대폭 추가하여 최신 개발 환경에서 개발자들이 궁금해할 내

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코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도표는 최

신 커널의 내부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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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책을 읽는 것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책을 

통해 리눅스 커널을 정복하기 위한 긴 여행에서 방향을 제시해줄 좋은 스승을 찾게 되기를 바

랍니다.

2018년 4월 어느 날

김남형

LG전자 오픈소스팀 리눅스 커널 개발자. 

perf와 tracing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현재는 uftrac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커널 개발자 모임의 운영진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xiv 머리말

지난 수년간 임베디드 리눅스 커널 분야의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생각보다 커널 

업무를 꾸준히 맡아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다 커널 업무를 하더라도 특정 분야를 깊게 

보기보다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단발성 업무로 끝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널을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다.

나 역시 운 좋게 커널을 전문으로 하는 팀에 속해서 커널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커널 소스를 보거나 커널을 제품에 맞게 튜닝하는 업무를 진득하게 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상

황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서글픈 현

실이 아닐까 싶다.

운이 좋아 커널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주어진 업무를 위해 소스 코드부터 

보자니 진입장벽이 너무 크고, 구글링이나 서적에 의지하자니 유통기한이 지난 정보이거나 퀄리티

가 만족스럽지 않다. 제일 큰 비극은 회사는 엔지니어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극은 커널 소스는 머리말을 쓰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도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

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번 개정판은 이런 슬픈 현실에 보완재가 되겠다는 포부로 1판 출간 후 약 4년 만에 시작되었다. 

한국의 커널 엔지니어 대부분이 임베디드 엔지니어라는 판단 아래 ARMv8 아키텍처와 v4.6 커널

을 기반으로 커널의 주요 서브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신 ARMv8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작성하고 아키텍처와 밀접하게 연관된 익

셉션 핸들링, 디바이스 트리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제일 큰 변화는 커널 코어에 대한 내

용으로 책을 전부 재작성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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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v8 아키텍처

•	 ARM64 커널의 시작, 익셉션 핸들링, 디바이스 트리

•	 메모리 매핑, 페이징, 메모리 할당자

•	 태스크 관리, 스케줄링

•	 SMP와 cpu 토폴로지

•	 인터럽트와 타이머

1판의 중요한 장점이었던 코드 수준에서의 분석이라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370여 개의 그

림으로 커널의 동작 원리를 최대한 시각화했다. 1판이 다루었던 부팅 과정은 비중을 줄여 각 서브

시스템을 설명하는 장에 축소 및 편입시켰다. 

책의 분량이 상당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이 커널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부디 이 책이 

커널을 소스 레벨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엔지니어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머리말을 마친다.

저자 대표 윤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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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훈

1판을 내고 같은 주제의 책은 다시는 만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유는 많지만, 커널에 관한 

책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에 홀렸는지, 머리가 나쁜 건지 지금 2판을 마치

고 후기를 작성하고 있다. ‘왜 이 힘든 일을 다시 하고 있을까?’라고 자문해보면, 결국 평범한 커널 

엔지니어인 내가 느낀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아무도 안 하니 나라도 해야겠다는 

마음도 크다). 커널은 빠르게 발전하는 매우 덩치 큰 소프트웨어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자료도 

많지 않아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상황을 내 방식대로 개선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 책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하나의 시도는 되었다고 생

각한다. 예상보다 책을 만드는 데 오래 걸렸지만, 결국 빛을 보게 되었으니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판에서는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책을 썼다면, 이번 개정판에서는 독자 관점에서 계속 생각하려

고 했다.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같이 고생하신 공저자들과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나의 단짝인 김민경에게도 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문영일

오랫동안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해오면서 내 머릿속에서 커널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다고 느껴왔다. 많은 커널 드라이버 및 시스템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면서 커널 API의 사용 원

리만 이해한 상태로 프로그래밍을 해왔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에 조금 미흡

하다고 생각했었다. 기회가 되어 몇 년에 걸쳐 깊게 커널 분석을 해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스

터디 기간도 두 배 더 소요되었고 내용도 어려웠다. 이해한 내용을 틈틈이 정리하고 이를 다른 커

널 개발자들에게 더 쉽게 안내하고자 하는 욕심에 이 책의 집필에 참여했다. 

집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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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에 대해 조금 거론하자면, 다른 모든 OS를 밀어내고 가장 빠른 TOP 500 슈퍼컴퓨터에 하

나도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슈퍼컴퓨터 이외의 분야인 일반 서버 분야에서도 마이크로소

프트의 윈도우 서버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고, 근래에는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자사의 윈도우 

서버보다 리눅스 시스템을 더 추천하고 있으며 협업도 잘 하는 편이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이나 인공지능(AI) 시스템 분야에서 상당수의 글로벌 회사들도 리눅스를 탑재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니 나로서는 리눅스 커널 분야를 선택하여 깊게 공부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임베

디드 시장 역시 64비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나 역시 벌써 몇 개의 제품에 ARM64를 사용하

여 개발해오고 있다. 

끝으로, 새롭게 리눅스 커널을 공부하고자 하는 후배들을 위해 ARM64 리눅스 커널을 다룬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구본규

“형은 왜 리눅스 커널을 공부해요?” 매주 토요일 황금시간대에 노트북을 들고 스터디 모임으로 

향하던 나에게 후배가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

용이어서 도전하고픈 마음 때문’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다. 커널을 분석하는 과정은 힘들었다. 때로

는 함축된 시와 같고, 때로는 수학 공식과도 같아 곰곰이 곱씹어봐야 할 때도 있었고, 여럿이 머

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풀어나가기도 했다. 때로는 코드와 주석으로는 알 수 없는 히스토리를 좇기

도 했고, 때로는 새로 추가될 코드를 찾아 빠진 퍼즐 조각을 맞춰가기도 했다. 하지만 책을 쓰는 

과정은 더욱 힘들었다. 분석한 지 몇 년 지난 코드를 다시 꺼내보기도 했고, 업데이트된 내용에 

맞게 지식을 갱신해야 했다.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그림과 함께 말로 설명하면 간단할 내용을 정리

된 그림과 글로 표현하려 할 때면 막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며 잊었던 내용을 

리마인드할 수 있었고, 깔끔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코드를 다시 보며 이해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며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커널에 대한 지식도 확장되었고, 협업, 일정 스케줄링 등의 스킬도 연마할 수 있었다. 처음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동화책 읽어주듯이 커널을 술술 풀어주고 싶었다. 탈고하고 출간을 

앞둔 지금은 유화 작가 밥 로스의 ‘참 쉽죠?’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 훌륭한 공저

자들과 많은 알파리더, 베타리더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이분들 모두에게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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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재

2012년 4월 커널 스터디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매주 토요일을 반납하고 스터디를 꾸준히 해올 거

라곤 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당시 복강경 수술로봇을 위한 메인 제어기를 개발 중이었고, 

Cortex-a9 기반 멀티코어 AP와 FPGA를 베어메탈 방식으로 활용하는 펌웨어 엔지니어였기에 커

널이나 OS에서 관심이 멀어져 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커널 초기화 코드 분석 시만 

해도 자신감이 넘쳐흘렀었다. 실무를 하며 고민했던 내용과 구현에서 많은 부분이 유사했기에 자

만에 빠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스터디 기간이 5년 정도 지나고 책을 집필하는 현재에 와서는 그때

의 치기 어렸던 마음과 열정이 그리워진다. 

커널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갔다. 무언가를 보긴 한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은 기분에 우울해지곤 했는데, 이때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신 구본규 님, 그리고 꾸준히 함께 해주신 전원찬 님, 최만희 

님, 송은두 님 덕이었다. 책을 집필하면서 부족한 저와 함께 고민해주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

록 가이드해주신 공저자들과 늘 응원해주는 선후배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 덕분에 좋은 결

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이 리눅스 커널을 시작하려 하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힘들고 바

쁜 시기에 리눅스 커널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항상 엔지니어로서 나의 멘토가 되어주는 

홍성관 형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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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커널은 오픈소스 역사상 가장 크고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운영체제다. 리눅스는 1991년 

리누스 토발즈가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부 학생 시절에 개발했던 간단한 x86용 운

영체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었다. 1991년 9월 처음 공개된 약 1만 줄의 0.01 

버전 리눅스 커널은 현재 2,700만 줄의 방대한 커널로 발전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

면서 모바일 OS 시장을 빠르게 석권했고, 그 여세를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몰아가고 있다. 지금도 

쉴 틈 없이 수많은 엔지니어에 의해 패치가 적용되어 커널이 개선 및 개발되고 있다.

이 책은 ARM64 기반의 최신 리눅스 커널의 주요 서브시스템을 코드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

정 기능이 동작하는 코드플로우를 코드 레벨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약 360개의 그림을 통해 주요 

동작을 시각화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거나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커널을 분석하는 개발자가 

커널의 미로에서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에서는 ARMv8 아키텍처에 관해 알아본다.

•	 2장에서는 아키텍처에 밀접한 커널 코드 중 부팅 과정에서 실행되는 head.S와 익셉션 처

리 부분을 알아본다. 그리고 ARM64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바이스 트리 구조에 관해서

도 알아본다.

•	 3장에서는 ARM64 커널의 페이징과 커널 주소 공간의 각 매핑 영역에 관해 알아본다.

•	 4장에서는 주요 메모리 할당자인 memblock, 페이지 할당자, 슬랩 할당자, kmalloc, 

vmalloc, per-cpu 할당자 등에 대해 알아본다. 메모리 할당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메

모리 모델과 존에 관해서도 알아본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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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에서는 태스크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자료구조와 pid 관리, 태스크 생성과 종료에 대

해서 알아본다. 태스크의 상태, 태스크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부팅을 

수행하는 swapper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	 6장에서는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구현된 다양한 메커니즘과 메커니즘을 동작시키기 

위해 유지되는 여러 개념, 자료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메인 스케줄러와 CFS 스케줄러에 

대해 다루며, 스케줄러를 초기화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	 7장에서는 ARM64 커널이 SMP를 지원하기 위해 구현한 cpu 토폴로지와 secondary 

core의 부팅 과정에 관해 알아본다.

•	 8장에서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럽트와 그것을 추상화한 리눅스의 제네릭 인

터럽트 레이어, 그리고 인터럽트의 발생과 처리 방법, 인터럽트의 지연 처리를 위한 다양

한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	 9장에서는 시간과 타이머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CCF(Common Clock Framework)와 

일반 타임 서브시스템 및 타이머의 활용에 관해 알아본다.

소스 코드 다운로드하기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소스 코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github.com/torvalds/linux/tree/v4.6

독자 A/S
책에 수록된 내용이나 커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linux-kernel-arm@

googlegroups.com으로 메일을 보내주기 바란다. 2판 저자뿐만 아니라 1판 저자들도 해당 메일을 

통해 답변을 할 수 있다.

오탈자

이 책의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혹시 오탈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

우는 제이펍(www.jpub.kr)의 이 책 소개 페이지에 있는 정오표 코너에서 안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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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오(ProfitBricks)

사실 저는 이 책을 리뷰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iamroot 스터디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중도포

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알파리더에 지원한 이유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집필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 책에 얼마나 소중한 노하우들이 담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책을 리뷰한다기보다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처럼 커널을 조금 공부했

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배회하던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 책은 주로 플랫폼의 초

기화와 메모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커널의 다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더라도 이 책

에 담긴 내용이 커널의 다른 부분들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일독을 권합니다.

  남현우(네모랩스)

본 서적의 1판은 커널 부팅 과정만을 한정적으로 소스 수준에서 분석했다면, 이번 개정판은 전반

적인 주요 커널 구조를 소스 수준에서 분석 및 도식화하여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신 내용

을 단순 보강한 개정판이 아니라, 커널 분석의 교과서였던 《리눅스 커널의 이해》 서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하고 작성된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리눅스 커널을 분석하

고자 하는 도전적인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송원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코드로 알아보는 ARM 리눅스 커널》이 출판된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만큼 컴퓨터 아키텍처와 운영체제 역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에 얽매여 리눅스를 살펴볼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계속 진화하는 리눅스 커널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널에 대한 갈증이 깊어져만 가던 시기에 최신 커널이 반

영된 개정판 알파리딩에 참여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놓치고 있었던 변화들을 따라잡은 기분이 

듭니다. 2판에서는 최신 커널 4.6 버전과 스마트폰 같은 다양한 임베디드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파리더 후기

※ 알파리더는 편집하기 전의 원고를 검토하여 의견을 주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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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6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기술했고, 최신 트렌드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한국에서 꾸준히 리

눅스 커널에 관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공유하려고 애쓰는 석훈 씨와 공저자들의 영웅적인 노력

에 박수를 보내며, 이 책이 리눅스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리눅스를 활용하는 엔지니어들께 큰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은두(삼성전자)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을 리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자들이 꾸준히 모여 리눅스 커널

을 한 줄 한 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얻어진 값진 결과물입니다. 수년 동안 꾸준히 한 분야를 깊

이 있게 파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깊이 있는 내용에 존경스럽고 감사드립

니다. 제가 읽은 이 책은 리눅스 커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는 이해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쌓아온 경험을 확실히 다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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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이베이코리아)

올드하고 답답한 이론에서 벗어나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실전 컴퓨터 시스템 전문서! 리눅스 커널

의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으나, 읽어보니 학부 수준의 지식만 있

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OS, 컴퓨터 구조에 관해 더 공부해보고 싶

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승엽(SK하이닉스)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는 커널은 믿고 사용한다 생각했지만, 불안정한 BSP 환경에서 제품의 품질

을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책을 접했더라면 MPU와 그 주위 환경을 더 쉽게 디버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구성은 BSP 개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커널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메모리와 태스크 스케줄러 등 모듈화된 커널에서 사용자가 잘 접하지 

못하는 내용을 수록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김종욱(네이버)

ARM 기반 리눅스 커널의 필수 기능들의 구현부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아주 친절하면서 명쾌하

게 설명한 책입니다. 다만, 충분한 집중력과 여유가 있을 때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에는 책의 분량이 상당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리

눅스 커널 개발자나 ARM 기반의 시스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블로 사용될 정도로 잘 만들

어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보순(Cloudera)

리눅스 커널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국내 저자가 집필한 책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전체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분석한 책은 당연히 이 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리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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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스 초심자가 읽기에는 쉽지 않은 책이지만, C 언어와 운영체제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분

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소스 코드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집필한 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승하(삼성전자)

개정판 출간은 많은 이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책은 ARM 아키텍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부트업부터 인터럽트, 타이머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에서 알 수 있듯

이, 코드 단위로 이뤄지는 설명과 자세한 그림을 통한 설명은 독자들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입

니다. ARM 아키텍처를 다룬 책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이 책은 개발자들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ARMv8 기반 분석 도서로는 국내 최초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유사한 책들

이 많이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창안(한국레드햇)

이 책은 ARM 아키텍처 위주로 설명된 커널 책이지만, x64 및 다른 아키텍처에서도 공통으로 사

용되는 커널 영역 코드에 대해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인

상적입니다. 많은 독자가 옆에 두고 틈틈이 찾아볼 수 있는 사전과 같은 바이블로, 리눅스 커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판을 옆에 놓고 수시로 들춰보며 

베타리딩을 진행했는데, 책 내용도 많이 바뀌었지만 코드 수준에서 하나하나 분석한 저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석곤(엔컴)

커널 개발자 중급 정도라면 이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ARM 리눅스 커

널의 전반적인 부팅 과정을 상세히 배울 수 있으며, start_kernel()의 분석이 코드와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ARM 프로세서 등 기본 개념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코드를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을 접하는 개발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좋은 책이라 생각

합니다.

  조현석(카카오)

부팅부터 메모리와 태스크 관리, 인터럽트, 타이머까지 코드를 따라가며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터 자세히 보기보다는 큰 흐름을 이해한 후 관심이 가는 부분부터 세세하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RM 아키텍처에 관해 잘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에 관한 지식

은 미리 쌓고 보기를 권합니다.



xxv베타리더	후기

  한상곤(Favorie)

이전에 출판했던 《코드로 알아보는 ARM 리눅스 커널》의 후속편이라는 생각에 맘 편하게 베타리

딩을 하다가 큰코다쳤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자잘한 설명은 줄어들고 코드에 관한 주석과 엄청

나게 자세한 ‘도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터디를 다시 준비해야 할 책인 듯합니다. 이 책을 통해 컴

퓨터에 대한 더 깊고 단단한 이해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저도 서둘러 스터디 그룹을 준비해야겠

네요! 이런 귀한 책을 쓰신 모든 저자에게 한때 임베디드 개발을 했던 지방의 작은 개발자로서 너

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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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커널 책에 ARM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할 독자들을 위해 ARM 아키텍처 

개론의 필요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	 리눅스 커널은 대부분 아키텍처 독립적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부트업 코드나 구동 중 빈

번히 수행되는 많은 코드(스핀락(spinlock), 캐시 제어 인스트럭션)가 아키텍처 의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 책은 코드 중심의 커널 분석서이므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	 리눅스 커널뿐 아니라 LLVM(Low Level Virtual Machine) 같은 컴파일러나 가상 머신처럼 

커널과 밀접한 분야도 아키텍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	 ARM 아키텍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ARM 아키텍처를 다룬 책

은 턱없이 부족하며, ARMv8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건 이 책이 최초일 것이다.

ARM에 따르면 ARM 아키텍처를 채용한 칩은 2014년 이미 500억 개를 돌파했고, 2015년에는 연 

150억 개를 돌파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축인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모두 ARM이 디자인한 

코어를 사용하거나 인스트럭션 세트를 라이선스 받아 직접 설계한 코어를 사용하며, 저전력으로 

모바일에 강점이 있는 특성상 IoT 시대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RM의 역사는 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적인 RISC 계열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조가 

단순하고 낮은 소비전력이 강점이다. 임베디드 리눅스에 오랜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은 ARMv4

부터 접해봤을 텐데, 당시 임베디드 시장의 성장기에 경쟁하던 아키텍처에 비해 저전력 고성능

을 인정받으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 아키텍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VFP와 

SIMD 등 퍼포먼스를 위한 기능과 코드 크기 감소, 가상화와 시큐리티 지원 기능이 추가되며 현

재의 ARMv8에까지 이르게 된다.

Crypto

A32/T32 ISA

AArch32

Crypto

A64 ISA

AArch64

ARMv7-A/R

Adv.	SIMD

VFPv3/v4

Jazelle

ThumbEE

ARMv6

Trustzone

SIMD

Thumb-2

ARMv5

VFPv1/2

Jazelle

ARMv4

시큐리티

컴퓨팅

코드 크기/ 
실행 속도

Thumb

ARMv8-A

그림 1-1  ARM 아키텍처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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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의 특징을 파악하려면 마이크로아키텍처와 ISA(Instruction Set Architecture)를 이해해야 

한다.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책의 주목적이 코드 분석인 만큼 ARMv8의 주요 변경

사항과 ISA의 특징, 그리고 커널에서 설정하는 레지스터를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 장에서 미

처 다루지 못한 자세한 아키텍처 개론은 아키텍처 전문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ARM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ARM사의 ‘Technical Reference Manual’과 각 SoC 제조사의 데이터시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ARMv8 소개1.1
ARMv8은 2011년에 발표되었고 Cortex-A/R/M 시리즈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 이 중 가장 먼저 

발표된 ARMv8-A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프로파일에 해당한다. 이 책은 ARMv8-A를 타깃으

로 하고 있으며, 이후 편의상 ARMv8로 표기하겠다.

ARMv8의 가장 큰 특징은 64비트 아키텍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행 상태(execution state)라는 개

념을 도입하여 32비트 ARMv7용 코드도 실행 가능하다. 실행 상태는 프로세서의 실행 환경을 정

의하는 개념이다. 지원하는 레지스터의 폭, 인스트럭션 세트, 익셉션(exception) 모델, 메모리 아키

텍처 등을 정의한다. 64비트 실행 상태인 AArch64와 32비트 실행 상태인 AArch32를 제공한다. 

AArch32는 ARMv7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지원한다.

AArch64는 몇 가지 성능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산술 연산 시 64비트 정수 데이터를 1개의 인스

트럭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전 아키텍처에서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연산

에 필요한 클록 사이클 수가 절약된다. 64비트 가상 주소 공간을 제공하므로 애플리케이션도 넓어

진 가상 주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단점도 존재하는데, 포인터의 크기가 64비트로 증가해 포인

터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가 증가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ARMv8 아키텍처에 다양한 변화가 있다.

•	 물리 주소 범위가 확장되어 프로세서가 4GB 이상 주소에 접근 가능하다.

•	 레지스터 파일이 확장되어 항상 접근 가능한 64비트 범용 레지스터 31개를 제공한다.

•	 PC 상대 주소 지정 범위가 ‘현재 PC(Program Counter) 주소 +/- 4GB’로 커졌다. 공유 라

이브러리나 위치 독립적인 코드에서 데이터 주소 지정을 위해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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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익셉션 모델이 도입되어 OS와 하이퍼바이저의 소프트웨어 복잡성을 줄여준다.

•	 하드웨어 암호화(crypto) 인스트럭션의 지원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 시 속도가 빨라진다.

•	 16KB와 64KB 변환 단위를 추가 지원하면서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 미스(miss)

가 감소하고, 여러 단계로 구성된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 들어가는 페이지 테이블 탐색

(page table walk) 시 탐색 깊이를 줄여준다.

•	 load-acquire, store-release 인스트럭션이 C++11, 자바 메모리 모델에서 사용되므로 명시

적인 배리어 인스트럭션 없이도 스레드 세이프한(thread-safe) 코드 구현이 가능하다.

•	 레지스터의 크기가 커진 고급(advanced) SIMD 지원이 추가되면서 SIMD 벡터 연산 성능

이 향상되었다.

1.1.1  익셉션 모델

ARMv8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익셉션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로

세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익셉션 레벨을 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익셉션은 시스템 흐름에서 

벗어나 익셉션 핸들러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 또는 시스템 이벤트를 말한다. 익셉션 모델은 

익셉션 타입과 상태, 프로세서의 익셉션 핸들링 루틴, 익셉션 복귀 등을 정의한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게스트	O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게스트	OS 트러스티드	OS

보안 구역

하이퍼바이저

일반 구역

EL2 하이퍼바이저

보안	모니터EL3

보안	펌웨어EL0

EL1

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

그림 1-2  ARMv8 익셉션 모델

프로세서는 4개의 익셉션 레벨(EL0, EL1, EL2, EL3) 중 하나의 레벨에서 동작한다. 모든 익셉션 레

벨에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익셉션 레벨이 높을수록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레벨도 높

다. ARMv7의 특권 레벨(privilege level)이 높을수록 권한 레벨이 높은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익셉

션 레벨은 해당 레벨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다. EL0는 유저 애플리케

이션, EL1은 커널, EL2는 하이퍼바이저, EL3는 보안 모니터(secure monitor)가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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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동작 상태는 시큐리티 상태에 따라 non-secure 상태(normal 상태)와 secure 상태로 나뉘

는데, non-secure 상태에서는 secure 상태의 자원(특히 물리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다. non-secure 

상태와 secure 상태 사이의 전환은 EL3가 담당하는데, EL3는 SMC(secure monitor call) 인스트럭

션이나 하드웨어 익셉션을 통해 진입 가능하다.

EL2와 EL3는 옵션이므로 프로세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상화나 하드웨어 시큐

리티 기능이 필요하다면 프로세서 선정 시에 EL2, EL3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상화와 

시큐리티 관련 사항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시큐리티는 ARM 웹사이트에서 ‘Trustzone’과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 영역은 보통 별도의 펌웨어를 구동시켜 관리하므로 리눅스에 속하지 않지만, 리눅스에

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에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눅스를 거쳐야 하므로 리눅스 엔

지니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안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시큐리

티에 정통한 엔지니어라면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AArch64

와 non-secure 상태에서의 동작을 전제로 한다.

1.1.2 익셉션 레벨 변경

익셉션 레벨이 변경되면 코드 흐름과 권한도 변경되므로 정확한 변경 조건과 과정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절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그 특징만 논하기로 한다.

익셉션이 발생하면 같은 익셉션 레벨이나 높은 익셉션 레벨로 이동한다. EL0에서 EL1으로 이동

하는 것처럼 높은 익셉션 레벨로 변경하면 소프트웨어 실행 권한도 상승한다. 의도하지 않은 권

한 상승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익셉션이 발생한 레벨보다 낮은 레벨에서는 익셉션을 받을 수 

없다. 특히 EL0는 익셉션 핸들링이 불가능하므로 EL0에서 발생한 익셉션은 EL1 이상의 레벨에서 

핸들링해야 한다. 익셉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	 IRQ와 FIQ 인터럽트 시그널

•	 메모리 시스템 abort

•	 정의되지 않은(undefined) 인스트럭션 실행

•	 시스템 콜

•	 보안 모니터나 하이퍼바이저 트랩

익셉션 핸들링이 끝나고 이전 실행 코드로 복귀할 때는 명시적으로 ERET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야 

한다. 익셉션 복귀 시에는 익셉션 발생과 반대로 동일한 익셉션 레벨이나 낮은 익셉션 레벨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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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 보안 상태는 익셉션 레벨이 변경될 때 함께 변경된다.

1.1.3 실행 상태

ARMv8 아키텍처에는 AArch64와 AArch32라는 2개의 실행 상태가 정의되어 있다. 표 1-1을 통

해 두 실행 상태에 대해 알아보자.

표 1-1  ARMv8 실행 상태 비교

AArch64 AArch32

특징 64비트	실행	환경 32비트	실행	환경

레지스터 	- 64비트	크기의	범용	레지스터	31개
	- PC(Program	Counter)
	- SP(Stack	Pointer)
	- ELR(Exception	Link	Register)

	- 32비트	크기의	범용	레지스터	13개
	- PC
	- SP
	- LR(Link	Register)

인스트럭션	세트 A64(32비트	인코딩) A32(ARMv7	지원),	T32(Thumb)

주소	방식 64비트	가상	주소 32비트	가상	주소

익셉션	모델 ARMv8	익셉션	모델(EL0~EL3) ARMv7	익셉션	모델(ARMv8에	매핑됨)

AArch32는 ARMv7과의 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ARMv7용으로 빌드된 바이너리는 

거의 수정 없이 ARMv8의 AArch32에서 동작 가능하다. 실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너리는 

AArch64 또는 AArch32 중 하나를 타깃으로 빌드되어야 한다.

1.1.4 실행 상태 변경

실행 상태 변경은 현재 익셉션 레벨보다 높은 익셉션 레벨로 진입한 상태에서 원래의 익셉션 레벨

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단, EL3는 더 높은 익셉션 레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리셋을 통

해 실행 상태를 변경해야 한다. 익셉션이 발생하거나 익셉션에서 복귀할 때 익셉션 레벨이 동일하

게 유지되면 실행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

실행 상태 변경은 동작 중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커널은 64비트, 애플리케이션은 32비트로 

동작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커널이 실행될 때는 AArch64로 변경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될 때는 AArch32로 변경되어야 한다. 하이퍼바이저가 64비트, 게스트(guest) OS는 32비트에서 동

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행 상태의 변경에는 제약이 따른다. AArch32로의 변경은 높은 익셉션 레벨에서 낮은 익셉션 레

벨로 변경할 때만 가능하다. AArch64로의 변경은 낮은 익셉션 레벨에서 높은 익셉션 레벨로 변

경할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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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을 살펴보자. 왼쪽의 AArch64에서 동작하는 커널은 AArch32에서 실행되는 32비트 애플

리케이션과 AArch64에서 실행되는 64비트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실행할 수 있다. 익셉션 레벨이 

EL0에서 EL1으로 높아질 때는 실행 상태를 AArch32에서 AArch64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른쪽의 AArch32에서 동작하는 커널은 AArch64에서 동작하는 64비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 익셉션 레벨이 EL1에서 EL0로 낮아질 때는 실행 상태를 AArch32에서 AArch64로 변경하

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L2에서 동작하는 하이퍼바이저도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

EL2

EL0

EL1

AArch32
애플리케이션

AArch64
애플리케이션

AArch64	OS

AArch64	
하이퍼바이저

AArch32
애플리케이션

AArch64
애플리케이션

AArch32	OS

AArch64	또는	AArch32	
하이퍼바이저

AArch64AArch64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AArch64AArch64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그림 1-3  실행 상태 변경

ARMv8 레지스터1.2
AArch64는 64비트 크기의 범용 레지스터 31개(X0~X30)를 제공한다. ARMv7에서 프로세서 모드

(Processor mode)에 따라 제공되었던 별도의 레지스터들이 없어지고 하나의 단일 레지스터 세트를 

모든 익셉션 레벨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범용 레지스터에 접근할 때 X0~X30이라

는 이름으로 지정하면 64비트를 모두 사용하고, W0~W30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면 이 중 하위 

32비트만 사용한다.

3263 31 0

Wn

Xn

그림 1-4  AArch64 레지스터의 64비트 사용과 32비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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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PSTATE)
PSTATE는 프로세서 상태(Processor STATE) 정보를 제공하는데, AArch64 전용, AArch32 전용, 

AArch64와 AArch32의 공통 속성으로 구성된다. ARMv7에서 현재 프로세스 정보를 나타내는 

CPSR과 1:1 대응하지는 않는다.

표 1-2  PSTATE 필드 설명

이름 타입 실행 상태 구분 설명

N(Negative) 조건	플래그 공통 연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설정된다.

Z(Zero) 조건	플래그 공통 연산	결과가	0인	경우	설정된다.

C(Carry) 조건	플래그 공통 캐리가	발생할	경우	설정된다(	덧셈에서	부호	없는	오버

플로).

V(Overflow) 조건	플래그 공통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설정된다(	덧셈에서	부호	있는	

오버플로).

D(Debug) 익셉션	마스크 AArch64	전용 이	비트가	설정되면	디버그	익셉션	발생을	막는다	

(	리셋).

A(SError) 익셉션	마스크 공통 이	비트가	설정되면	System	Error	익셉션	발생을	막는다.

I(IRQ) 익셉션	마스크 공통 이	비트가	설정되면	IRQ	익셉션	발생을	막는다.

F(FIQ) 익셉션	마스크 공통 이	비트가	설정되면	FIQ	익셉션	발생을	막는다.

SS(Software	Step) 실행	상태	제어 공통 SS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1은	active-not	펜딩	상태이고,	

0은	active	펜딩	상태를	의미한다.

IL(Illegal	Execution	
State)

실행	상태	제어 공통 이	비트가	설정되면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시

도도	Illegal	Execution	State	익셉션을	유발한다.

EL(Exception	Level) 실행	상태	제어 공통 현재	익셉션	레벨을	나타낸다.

nRW 실행	상태	제어 공통 현재	실행	상태를	나타낸다.

0은	AArch64,	1은	AArch32	실행	상태다.

SP(Stack	Pointer	
selector)

실행	상태	제어 AArch64	전용 사용할	스택	포인터를	선택한다.

0은	SP_EL0를	사용하고,	1은	SP_ELx를	사용한다.

Q(cumulative	
saturation)

상태	플래그 AArch32	전용 인스트럭션	수행	결과	오버플로나	포화(saturation)가	있
었음을	나타낸다.

GE(Greater	than	or	
Equal)

상태	플래그 AArch32	전용 SIMD	인스트럭션에서	각	바이트나	하프워드	연산	결과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설정된다.

IT(If-Then) 실행	상태 AArch32	전용 Thumb-2	인스트럭션	세트의	조건부	실행	처리에	사용

한다.

J(Jazelle) 실행	상태 AArch32	전용 Jazelle	실행	상태임을	표시한다.

T(T32) 실행	상태 AArch32	전용 Thumb	실행	상태임을	표시한다.

E(Endianness) 실행	상태	제어 AArch32	전용 엔디안을	설정하고	읽을	때	사용한다.	

M(Mode) 실행	상태	제어 AArch32	전용 프로세서	모드를	설정하고	읽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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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CV와 DAIF 필드는 EL0에서도 접근 가능하며, 그 외 비트는 EL1 이상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PSTATE가 갱신되고 몇몇 비트가 SPSR_ELn 레지스터에 복사되며, 익셉션

에서 복귀할 때 SPSR_ELn 레지스터가 PSTATE로 복사된다.

1.2.2 AArch64 특수 목적 레지스터

AArch64에서 범용 레지스터와 함께 특수 목적 레지스터들이 제공된다.

표 1-3  AArch64 특수 목적 레지스터

레지스터 이름
익셉션 레벨별 특수 목적 레지스터

EL0 EL1 EL2 EL3

ZR(Zero	Register) XZR	/	WZR

PC(Program	Counter) PC

SP(Stack	Pointer) SP_EL0 SP_EL1 SP_EL2 SP_EL3

ELR(Exception	Link	Register) ELR_EL1 ELR_EL2 ELR_EL3

SPSR(Saved	Process	Status	Register) SPSR_EL1 SPSR_EL2 SPSR_EL3

 PC
PC(Program Counter) 레지스터는 다음에 실행할 인스트럭션의 위치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ARMv8에서 PC 레지스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접근하지 못한다. 대신 PC 로드와 상대 주소 지

정 같은 인스트럭션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제약 덕분에 복귀 예측이 쉬워지고 ABI 스펙

이 간단해졌다.

 ELR
ELR(Exception Link Register) 레지스터는 익셉션 복귀 시 돌아갈 실행 위치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다. 프로세서에 의해 현재 익셉션 레벨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값이 PC에 복사된다. 복귀할 익셉션 

레벨이 없는 EL0를 제외한 익셉션 레벨마다 존재하며, 이름은 ELR_ELn이다.

 SPSR
SPSR(Saved Process Status Register) 레지스터는 특정 시점의 프로세서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익셉션이 발생하면 프로세서에 의해 프로세서 상태가 PSTATE로부터 SPSR에 저장된다. 익셉션

에서 복귀할 때 프로세서에 의해 SPSR에서 PSTATE로 복원된다. SPSR은 익셉션을 취할 수 없는 

EL0를 제외한 익셉션 레벨마다 존재하며, 이름은 SPSR_EL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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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Z C V SS IL D A I F M M	[3:0]

그림 1-5  AArch64 SPSR 레지스터

그 밖의 필드들은 PSTATE 필드와 동일하며, 모드 필드 설명은 표 1-4와 같다.

표 1-4  AArch64 SPSR 레지스터 중 모드 필드

이름 타입 설명

M[4] 실행	상태	제어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의	실행	상태.	AArch64일	때	0이다.

M[3:0] 실행	상태	제어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의	모드	또는	익셉션	레벨이다.

 XZR, WZR
ZR(Zero Register)은 소스 레지스터로 사용되면 0이 읽히고, 목적 레지스터로 사용되면 결과 값이 

버려진다. XZR은 64비트, WZR은 32비트 크기로 사용한다.

 SP, WSP
SP(Stack Pointer)는 스택의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레지스터다. EL0를 포함한 익셉션 레벨마다 존재

하며, 이름은 SP_ELn이다. WSP는 32비트 크기의 스택 포인터다.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는데, 

EL0를 제외한 그 밖의 익셉션 레벨에서는 해당 레벨의 SP_ELn과 SP_EL0 중에서 선택적으로 스

택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5  AArch64 스택 포인터 옵션

익셉션 레벨 옵션

EL0 EL0t

EL1 EL1t,	EL1h

EL2 EL2t,	EL2h

EL3 EL3t,	EL3h

SPsel 레지스터의 SP 비트에 1을 설정하면 익셉션 레벨에 따른 SP_ELn을 사용하고, 0을 설정하

면 익셉션 레벨과 상관없이 SP_EL0를 사용한다. 이 설정에 따라 익셉션 발생 시 이동하는 벡터

(vector) 위치도 달라진다. t는 스레드(thread)의 약어이며, SP0의 스택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h는 핸

들러(handler)의 약어이며, SPn의 스택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리눅스 커널은 SPsel을 설정하지 않

고 필요에 따라 해당 EL의 레벨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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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시스템 레지스터

AArch64에서 시스템 설정은 각 시스템 레지스터를 통해 제어되며, MSR 및 MRS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AArch64는 코프로세서(coprocessor)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ARMv7처럼 

CP15 연산을 통한 인터페이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시스템 레지스터의 이름 끝에 붙은 숫자는 해

당 레지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익셉션 레벨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TTBR0_EL1 레지스터의 값을 x0 레지스터로 읽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인스트럭션을 

사용한다.

MRS x0, TTBR0_EL1

반대로 x0 레지스터의 값을 TTBR0_EL1 레지스터에 쓸 때는 다음과 같은 인스트럭션을 사용한다.

MSR TTBR0_EL1, x0

1.2.4 ABI의 레지스터 사용 규칙

아키텍처마다 바이너리들이 상호 동작하기 위한 규칙이 존재한다. 이를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라고 하는데, ARM도 ABI가 존재한다. 여기에 C/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리눅스의 

추가 규칙들이 더해진다. ABI 중에 함수 호출을 다루는 AAPCS64(Procedure Call Standard for the 

ARM 64-bit Architecture)는 어셈블리(assembly)와 C 함수 사이의 인터페이스, C 함수 호출 등에 관

한 내용을 다룬다. 코드를 분석하거나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X0

X1

X2

X3

X4

X5

X6

X7

파라미터와
결과	값	저장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호출자	저장		
임시	레지스터

인트라	프로시저	
레지스터

간접	결과		
위치	레지스터

플랫폼	레지스터

피호출자	저장	
레지스터

프레임	포인터
프로시저	링크		

레지스터

X20

X21

X22

X23

X24

X25

X26

X27

X28

X29	(FP)

X30	(LR)

X19

그림 1-6  AAPCS64의 레지스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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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비트 정수 레지스터의 제공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의 폭이 다양해졌다.  

32비트 데이터 모델인 ILP32와 함께 64비트 리눅스의 기본 데이터 모델인 LP64도 지원한다. 

 파라미터 레지스터(X0~X7)
함수 호출 시 파라미터는 최대 8개까지 레지스터(X0~X7)를 통해 전달한다. AArch32는 파라미터

를 4개까지 레지스터를 통해 저장하고, 초과하는 파라미터는 스택을 통해 전달한다. 레지스터만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전달한다면 외부 메모리에 위치한 스택 접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X0는 

함수의 결과를 리턴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호출자 저장 임시 레지스터(X9~X15)
X9~X15 레지스터가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 호출자가 이 레지스터들을 자신의 스택 프레임에 저장

해야 한다. 호출된 함수는 리턴 시 이 레지스터가 호출 전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없다.

 피호출자 저장 레지스터(X19~X29)
X19~X29 레지스터는 호출된 함수가 복원을 담당해야 한다. 커널의 cpu_switch_to 함수나  

_ _cpu_suspend_enter 함수를 보면 호출된 함수가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수 목적 레지스터(X8, X16~X18, X29, X30)
X8은 간접 결과 레지스터로, 주소 위치를 전달하는 데 사용한다. X16 및 X17은 인트라 프로시저 

레지스터(IP0, IP1)로 사용한다. veneer 등에서 서브루틴 호출 사이의 중간 값을 위한 임시 레지스

터로 사용되며, 함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veneer는 분기 타깃이 분기 인스트럭션의 범위 밖에 

있을 때 링커가 자동으로 삽입하는 코드다. X18은 플랫폼 ABI용으로 사용한다. X29는 프레임 포

인터 레지스터(FP)로 사용한다. X30은 링커 레지스터(LR)로 사용한다.

AArch64 익셉션 핸들링1.3
AArch64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새로운 익셉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익셉션 레벨이 도입되

었고, 익셉션 발생과 핸들링, 익셉션 복귀에 대한 규칙이 바뀌었다. 이번 절에서는 익셉션 타입과 

익셉션 핸들링을 중심으로 익셉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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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실행 흐름을 가로채는 동작을 인터럽트(interrupt)라고 하지만, ARM은 

익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RM에서 인터럽트는 익셉션의 하나다.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전 

실행 흐름에서 벗어나 익셉션 타입에 따른 익셉션 핸들러를 호출한다. 익셉션 핸들러는 익셉션을 

처리하고 익셉션 발생 전의 상태에서 실행을 재개한다.

1.3.1 익셉션 타입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상태 및 시스템 이벤트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 호출 인스트럭션 익셉션

•	 abort 익셉션

•	 리셋 익셉션

•	 인터럽트 익셉션

 서비스 호출 인스트럭션 익셉션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인스트럭션들이 있다. 소프트웨어에서 좀 더 높은 특권 레벨(privileged level)

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호출된다. 익셉션 인스트럭션은 다음과 같다.

•	 SVC(Supervisor Call): 유저 모드 프로그램에서 OS 서비스를 요청할 때 쓰인다.

•	 HVC(Hypervisor Call): 게스트 OS에서 하이퍼바이저 서비스를 요청할 때 쓰인다.

•	 SMC(Secure Monitor Call): 일반 구역(normal world)에서 보안 구역(secure world) 서비스를 

요청할 때 쓰인다.

 abort 익셉션

abort 익셉션은 인스트럭션 fetch가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인스트럭션 abort와 데이터 접근이 실패

할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 abort,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인스트럭션이 fetch될 때 문제가 발생하면 

파이프라인 안에 abort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가 코어가 해당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 인스트럭션 

abort 익셉션이 발생한다. 만약 파이프라인이 플러시되어 해당 인스트럭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abort 익셉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데이터 abort 익셉션은 데이터 로드 또는 스토어 인스트럭션 실

행 결과 발생하며, 데이터의 읽기 또는 쓰기가 시도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MMU의 

메모리 접근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abort가 발생한다. 리눅스는 MMU abort를 이용해 디맨드 페

이징(demand paging)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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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식 abort는 인스트럭션 스트림의 실행 또는 시도에 의해 생성되고 리턴 주소가 abort를 초래

한 인스트럭션의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비동기 abort는 인스트럭션 실행으로 생성되지 않고 리턴 

주소는 중단의 원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리셋 익셉션

코어에 리셋이 입력되면 리셋 익셉션이 발생한다. 리셋 익셉션이 발생하면 코어는 리셋 벡터로 점프

하게 된다. 리셋 벡터에는 실행할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저장한다. RVBAR_ELn 레지스터가 리셋 벡

터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n은 프로세서에 구현된 가장 높은 익셉션 레벨의 번호다.

EL2와 EL3는 옵션이기 때문에 n은 3이 아닐 수 있다. 리셋 익셉션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며 마

스크될 수 없다. 리셋 익셉션은 전원을 켠 후 코어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한다.

 인터럽트 익셉션

ARM 아키텍처의 인터럽트는 IRQ와 FIQ로 나뉘며, FIQ는 IRQ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인터럽트

는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코어를 연결한 IRQ, FIQ 라인을 통해 물리적 신호로 전달된다.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연결된 각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신호를 중재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최종적으로 직

렬화된 단일 신호로 각 코어의 IRQ 또는 FIQ로 전달한다. 

외부 하드웨어가 인터럽트 요청을 보냈을 때, 코어에서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지 않았다면 실행 

중인 인스트럭션이 완료된 후 익셉션이 발생한다. 여러 데이터를 로드하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실행 중간에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다.

1.3.2 동기 및 비동기 익셉션

익셉션은 동기와 비동기 두 가지로 나뉜다.

표 1-6  동기 익셉션과 비동기 익셉션 비교

동기 익셉션 비동기 익셉션

익셉션	발생	원인 인스트럭션	실행	또는	실행	시도의	결과로	발생 인스트럭션의	실행과	무관

익셉션	정보 리턴	주소는	익셉션을	발생시킨	인스트럭션 리턴	주소가	익셉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인터럽트	소스 	- MMU의	인스트럭션,	데이터	abort
	- PC,	SP의	정렬	위반

	- 동기	외부	abort
	- 할당되지	않은/허용되지	않은	인스트럭션	실행

	- 디버그	익셉션

	- IRQ
	- FIQ
	- S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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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커널의 초기 부팅 과정을 담당하는 head.S와 런타임 중에 발생하는 익셉션을 처리하

는 익셉션 핸들링 코드에 대해 알아본다. 

아키텍처 관련 코드는 arch/<아키텍처 이름> 디렉터리 아래에 있다. ARM 아키텍처는 arch/arm

과 arch/arm64로 나뉜다. ARM64는 64비트 아키텍처인 ARMv8 아키텍처의 AArch64 모드를 지

원한다. ARM64를 빌드할 때는 AArch64용 컴파일러를 사용해야 한다.

32비트와 64비트 커널은 가상 주소 공간의 크기가 다르다. ARM 커널은 32비트 주소 공간을 제

공하며, 전체 주소 공간을 유저 주소 공간과 커널 주소 공간으로 분할하여 사용했다. 커널 설정에 

따라 유저 주소 공간과 커널 주소 공간을 3G/1G, 2G/2G, 1G/3G 중 하나로 분할한다. 

ARM64 커널은 64비트 주소 공간을 제공하며, 전체 주소 공간이 다 매핑되지 않는다. 유저 주소 

공간과 커널 주소 공간의 크기는 CONFIG_ARM64_VA_BITS에 의해 동일하게 결정된다. 유저 

주소 공간은 0번지에서 시작하고, 커널 주소 공간은 주소 공간의 끝에 위치한다. 그 외의 주소 공

간은 현재 매핑되지 않는 주소 공간이다.

커널	주소	공간

유저	주소	공간

커널	주소	공간

유저	주소	공간

0xFFFF_FFFF 0xFFFFFFFF_FFFFFFFF

0xC000_0000 0xFFFFFF80_00000000

0x00000080_00000000

0x0000_0000 0x00000000_00000000

AArch32	3G/1G	분할 AArch64	VA_BITS	=	39	사용

그림 2-1  AArch32와 AArch64의 가상 주소 공간 비교

ARM64 커널의 커널 주소 공간과 유저 주소 공간의 크기는 주소 변환 단위인 페이지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커널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지만 커널 v4.6은 다음과 같다. ARM64의 Kconfig에서

는 페이지 크기로 ARM64_4K_PAGES를 기본 값으로 선택한다. 이에 따라 가상 주소 공간의 크

기를 결정하는 VA_BITS가 39비트가 된다. 변환 테이블의 레벨은 페이지 크기와 가상 주소 공간

의 크기에 따라 3으로 결정된다. 설정 가능한 다양한 가상 주소 공간의 크기와 페이지 크기에 대

해서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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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의 진입점 head.S2.1
커널의 시작은 어셈블리로 CPU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head.S이다. ARM64 커널은 디컴프레서

(decompressor)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ARM과 다르게 compressed/head.S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압축된 커널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부트로더에서 압축을 해제해야 한다. 커널 이미지는 64바

이트 헤더를 포함하며, EFI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헤더의 크기가 더 늘어난다.

ARM64 커널의 실행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부트로더나 커널을 동작시키는 펌웨어에

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MMU는 꺼져 있을 것

•	 데이터 캐시는 꺼져 있을 것(인스트럭션 캐시는 상관없음)

•	 x0 레지스터는 FDT 바이너리의 물리 주소를 가리킬 것

head.S의 전체 흐름은 그림 2-2와 같다.

head.S의	stext

부트	파라미터	저장

EL2로	진입했을	경우	EL2	설정

커널	이미지의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	사이	오프셋	계산

커널을	위한	페이지	테이블	생성

프로세서	초기화

MMU	활성화

start_kernel로	점프

그림 2-2  head.S의 전체 흐름

본격적으로 head.S를 분석해보자. EFI 관련 코드를 제외하면 시작 위치는 stex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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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1  arch/arm64/kernel/head.S의 stext 프로시저

ENTRY(stext)
        bl      preserve_boot_args   ❶
        bl      el2_setup // Drop to EL1, w20=cpu_boot_mode   ❷
        mov     x23, xzr // KASLR 오프셋, 기본	값 0
        adrp    x24, __PHYS_OFFSET
        bl      set_cpu_boot_mode_flag   ❸
        bl      __create_page_tables // x25=TTBR0, x26=TTBR1   ❹
        ldr     x27, 0f // MMU	활성화	이후	점프할	주소   ❺
        adr_l   lr, __enable_mmu // 복귀	(PIC)	주소

        b       __cpu_setup // 프로세서	초기화   ❻
ENDPROC(stext)
        .align  3
        
0:      .quad   __mmap_switched - (_head - TEXT_OFFSET) + KIMAGE_VADDR

stext 프로시저는 ENTRY(심볼 이름) … ENDPROC(심볼 이름)의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include/linux/linkage.h>
#ifndef ENTRY
#define ENTRY(name) \
        .globl name ASM_NL \
        ALIGN ASM_NL \
        name:
#endif

#ifndef END
#define END(name) \
        .size name, .-name
#endif

#ifndef ENDPROC
#define ENDPROC(name) \
        .type name, @function ASM_NL \
        END(name)
#endif

ENTRY는 심볼을 링커에게 제공(.globl)하는 역할과 심볼을 정렬(.align)하는 역할을 한다. 

ENDPROC은 심볼이 함수임을 알려주고 심볼의 크기를 계산한다. 즉, 어셈블리 코드를 함수화

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ENDPROC으로 선언된 레이블은 프로시저라 부르겠다.

코드 2-1의 ❶에서는 부트로더에 의해 전달된 부트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❷에서는 커널이 EL2에서 동작하는 경우 EL2에서 실행하기 위한 설정을 하고, 현재 부트 모드

를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AArch64에서 커널은 하이퍼바이저로 동작할 때 EL2에서 시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EL1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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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에서는 레지스터에 저장했던 cpu 부팅 익셉션 레벨을 별도 섹션에 기록한다.

❹에서는 MMU를 활성화할 때 사용할 idmap 페이지 테이블과 커널 이미지 영역을 매핑하는 

swapper 페이지 테이블을 생성한다.

❺에서는 MMU를 활성화한 후 점프할 주소를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_ _enable_mmu를 _ _cpu_

setup 실행 후 복귀할 주소로 설정한다. x27에 저장된 주소는 레이블 0에서 계산된 8바이트 크기

의 가상 주소다. 인스트럭션 인코딩 제약으로 큰 값을 레지스터에 넣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을 사

용한다. 커널이 동작 중인 위치에 상관없이 _head로부터의 오프셋을 구해 KIMAGE_VADDR에 

더하면 커널 주소 공간상의 가상 주소가 생성되는 것이다.

MMU 활성화 후 점프할 주소를 계산하는 과정은 몇 차례 코드가 변경되었고, 커널 v4.6 이후에

도 변경되었다. KASLR(Kernel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이라는 기법을 도입했기 때문

인데, 부팅할 때마다 임의의 주소에 커널 이미지를 배치하여 공격자가 커널을 공격하기 어렵게 한

다. 이전에는 커널이 실행하는 가상 주소는 빌드 타임에 결정되어 재배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KASLR을 도입하며 PIE(Position Independent Executable) 바이너리로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❻에서는 MMU를 활성화하기 전에 프로세서를 초기화한다.

stext에서 호출하는 각 프로시저에 대해 살펴보자.

2.1.1 부트 파라미터 저장

첫 분기점인 preserve_boot_args 프로시저는 커널 부팅을 위해 전달된 부트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커널 부팅 문서(Documentation/arm64/booting.txt)를 보면 x0 레지스터만 dtb(device tree blob)의 물

리 주소로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 레지스터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예약해두었다.

코드 2-2  arch/arm64/kernel/head.S의 preserve_boot_args 프로시저

preserve_boot_args:
        mov     x21, x0 // x21=FDT   ❶

        adr_l   x0, boot_args // x0~x3의	값을	boot_args에	저장   ❷
        stp     x21, x1, [x0]
        stp     x2, x3, [x0, #16]

        dmb     sy // MMU가	꺼진	상태에서	dc	ivac	전에	배리어	필요   ❸

        add     x1, x0, #0x20 // 4*8바이트

        b       __inval_cache_range // tail call   ❹
ENDPROC(preserve_boot_ar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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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2의 ❶에서는 x0 레지스터에 저장된 FDT 물리 주소를 x21 레지스터에 복사한다. x0는 함

수 호출 과정에서 파라미터와 리턴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함수 호출 시 조작되지 않

는 x21 레지스터에 백업한다.

❷에서는 얻어온 boot_args 변수에 부트 파라미터(x21 = x0, x1, x2, x3)를 저장한다. stp는 ARMv8

에 새로 추가된 명령으로 레지스터를 2개씩 저장한다.

❸에서는 MMU가 꺼진 상태에서 저장 명령 이후에 캐시가 정리되도록 메모리 배리어를 사용한

다. dmb는 1장에서 설명했듯이 메모리 접근 인스트럭션이 배리어 인스트럭션을 가로질러 실행되

는 것을 막는다. _ _inval_cache_range 함수 내의 데이터 캐시 클린 명령어가 저장 명령어보다 먼

저 실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❹에서는 x0와 x1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영역의 캐시를 무효화한다. b 인스트럭션으로 호

출해 복귀 주소(lr)가 갱신되지 않는다. 대신 _ _inval_cache_range의 마지막 ret 인스트럭션으로 

preserve_boot_args 호출 전으로 바로 리턴한다.

2.1.2 EL2 설정

el2_setup 프로시저는 하이퍼바이저 동작을 위한 레지스터를 설정한다. 하지만 커널이 EL1으로 

부팅되었다면 이 부분은 시스템의 엔디안을 설정하는 부분과 부트 모드를 기록하는 부분만 수행

된다. 여기서는 EL1으로 부팅된 경우만 다룰 것이므로 하이퍼바이저 관련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코드는 분석을 생략한다.

코드 2-3  arch/arm64/kernel/head.S의 el2_setup 프로시저

ENTRY(el2_setup)
        mrs     x0, CurrentEL   ❶
        cmp     x0, #CurrentEL_EL2
        b.ne    1f
        mrs     x0, sctlr_el2 
CPU_BE( orr     x0, x0, #(1 << 25)      )  // x0 |= (1 << 25)
CPU_LE( bic     x0, x0, #(1 << 25)      )  // x0 &= ~(1 << 25)
        msr     sctlr_el2, x0
        b       2f
1:      mrs     x0, sctlr_el1   ❷
CPU_BE( orr     x0, x0, #(3 << 24)      )  // x0 |= (3 << 24)
CPU_LE( bic     x0, x0, #(3 << 24)      )  // x0 &= ~(3 << 24)
        msr     sctlr_el1, x0
        mov     w20, #BOOT_CPU_MODE_EL1  // 이	cpu가	EL1으로	부팅

        isb
        ret
        ...
ENDPROC(el2_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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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3의 ❶에서는 현재 익셉션 레벨을 조사해서 EL2인 경우와 EL1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

리한다. 커널은 하이퍼바이저 동작을 위해 EL2로 부팅할 수도 있고, 게스트 OS나 단일 커널로 

EL1으로 부팅할 수도 있다. 커널이 EL1에서 부팅한 경우 CurrentEL이 EL2가 아니므로 다음 레이

블 1로 이동한다.

❷에서는 익셉션 레벨이 EL1인 경우에 sctlr_el1(System Control Register for EL1) 레지스터에 EL1과 

EL0의 엔디안 비트를 설정한다. 커널의 엔디안 설정에 따라 설정하면 빅 엔디안이고, 클리어하면 

리틀 엔디안이다. 그리고 w20 레지스터에 EL1에서 부팅했음을 기록하고 리턴한다.

CPU_BE, CPU_LE 엔디안 매크로는 커널 설정에 따라 결정된 코드만 남기는 역할을 한다. 리틀 

엔디안으로 기본 선택되어 CPU_BE( ) 코드는 제거된다.

<arch/arm64/include/asm/assembler.h>
#ifdef CONFIG_CPU_BIG_ENDIAN
#define CPU_BE(code...) code
#else
#define CPU_BE(code...)
#endif

#ifdef CONFIG_CPU_BIG_ENDIAN
#define CPU_LE(code...)
#else
#define CPU_LE(code...) code
#endif

이후 코드는 EL2로 부팅된 경우에만 수행된다.

2.1.3 CPU 부트 모드 저장

set_cpu_boot_mode_flag 프로시저는 CPU 부트 모드를 별도의 변수에 저장한다. 저장된 부트 

모드는 추후 CPU가 EL1으로 부팅했는지 EL2로 부팅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코드 2-4  arch/arm64/kernel/head.S의 set_cpu_boot_mode_flag 프로시저

ENTRY(set_cpu_boot_mode_flag)
        adr_l   x1, __boot_cpu_mode // x1 = &__boot_cpu_mode
        cmp     w20, #BOOT_CPU_MODE_EL2 // if (w20 != BOOT_CPU_MODE_EL2)   ❶
        b.ne    1f //     goto 1
        add     x1, x1, #4 // x1 += 4
1:      str     w20, [x1] // 1: *x1 = w20
        dmb     sy   ❷
        dc      ivac, x1 // 오래된	데이터	캐시	라인을	무효화한다.

        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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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ROC(set_cpu_boot_mode_flag)

        .pushsection    .data..cacheline_aligned   ❸
        .align  L1_CACHE_SHIFT
ENTRY(__boot_cpu_mode)
        .long   BOOT_CPU_MODE_EL2
        .long   BOOT_CPU_MODE_EL1
        .popsection

코드 2-4의 ❶에서는 el2_setup 프로시저에서 w20 레지스터에 저장한 부트 모드를 가져와 비교한

다. EL2가 아니면 _ _boot_cpu_mode의 첫 번째 변수에 #BOOT_CPU_MODE_EL1을 저장하고, 

EL2이면 두 번째 변수에 #BOOT_CPU_MODE_EL2를 저장한다.

❷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한 후 변수 영역에 해당하는 캐시 라인을 무효화한다. 메모리 배리어가 저

장 명령과 데이터 캐시 라인 무효화 명령의 메모리 접근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❸에서는 _ _boot_cpu_mode 변수를 .data..cacheline_aligned 섹션에 저장한다. .pushsection은 

현재 섹션을 링커 스택에 저장하고, 인자로 지정한 섹션으로 전환한다. .popsection은 링커 스택에 

저장했던 이전 섹션을 복원한다. .align은 링커의 배치 주소를 정렬하는데, 인자의 단위는 지수 값

이다. 즉, 1 << L1_CACHE_SHIFT 단위로 정렬된다. 빌드 후 System.map에서 생성된 심볼의 주

소를 확인하면 지정한 단위로 정렬되어 있다. 코드 정렬은 실행 속도 향상의 목적 외에 주소를 저

장할 레지스터의 제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이뤄진다.

L1_CACHE_SHIFT는 현재 7로 정의되어 있는데, L1 캐시 라인 크기가 128바이트인 코어가 존재

해 최대 크기로 잡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캐시 라인으로 정렬하면 한 번의 메모리 접근으로 연속

된 데이터를 캐시에 올려둘 수 있어 실행 속도의 향상이 가능하다.

2.1.4 페이지 테이블 생성

_ _create_page_tables 프로시저는 MMU를 활성화하기 위해 페이지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곳에서 

생성하는 페이지 테이블은 두 가지다. 하나는 MMU가 켜질 때 사용할 idmap(identity mapping) 페

이지 테이블이며, 다른 하나는 커널 이미지 영역을 매핑한 swapper 페이지 테이블이다.

아이덴티티 매핑(identity mapping)은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와 같은 주소로 1:1 매핑하는 것을 말

한다. MMU가 꺼진 상태에서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는 같다. MMU가 켜졌을 때 다음에 실행할 

인스트럭션은 아직 물리 주소이므로 이 주소에 대한 매핑을 idmap 페이지 테이블에 생성해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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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ch64에서 MMU가 켜지면 CPU가 접근하는 주소의 MSB 비트를 보고 TTBR0(비트 0인 경우) 

또는 TTBR1(비트 1인 경우)이 선택된다. 이후 TTBR(Translation Table Base Register)의 변환 테이블

을 이용해 주소 변환 과정을 시작한다. 커널이 로딩되어 동작하는 메모리는 낮은 위치의 물리 주

소를 사용할 것이므로 TTBR0을 통해 변환될 것이다. swapper 페이지 테이블은 커널 동작을 위

한 커널 이미지 영역만을 매핑하는 테이블인데, start_kernel( )에서 호출하는 paging_init( )에서 

다시 매핑된다.

코드 2-5  arch/arm64/kernel/head.S의 _ _create_page_tables 프로시저 1/2

__create_page_tables:
        adrp   x25, idmap_pg_dir // x25 = &idmap_pg_dir   ❶
        adrp   x26, swapper_pg_dir // x26 = &swapper_pg_dir
        mov    x28, lr // 아래	bl에	의해	변경되므로	리턴	주소	저장

        mov    x0, x25 // x0 = x25   ❷
        add    x1, x26, #SWAPPER_DIR_SIZE // x1 = x26 + SWAPPER_DIR_SIZE
        bl     __inval_cache_range

        mov    x0, x25 // x0 = x25   ❸
        add    x6, x26, #SWAPPER_DIR_SIZE // x6 = x26 + SWAPPER_DIR_SIZE;
1:      stp    xzr, xzr, [x0], #16 // x0[0] = 0; x0[1] = 0; x0 += 2;
        stp    xzr, xzr, [x0], #16
        stp    xzr, xzr, [x0], #16
        stp    xzr, xzr, [x0], #16
        cmp    x0, x6 // if (x0 < x6)
        b.lo   1b //     goto 1;

        ldr    x7, =SWAPPER_MM_MMUFLAGS // x7 = SWAPPER_MM_MMUFLAGS   ❹

코드 2-5의 ❶에서는 idmap_pg_dir과 swapper_pg_dir의 주소를 각각 x25, x26 레지스터에 저장

한다.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는 TTBR(Translation Table Base Register)에 저장되므로 정렬 제한이 존

재한다. 커널은 이 제약을 지키기 위해 vmlinux.lds(커널 링커 스크립트)에서 페이지 크기로 정렬해 

배치한다.

vmlinux.lds의 소스 파일인 vmlinux.lds.S에서 두 페이지 테이블을 정렬된 주소로 배치한다. 테이

블 레벨만큼 크기를 계산해 영역을 확보한다.

<arch/arm64/kernel/vmlinux.lds.S>
_data = .;
_sdata = .;
RW_DATA_SECTION(L1_CACHE_BYTES, PAGE_SIZE, THREAD_SIZE)
PECOFF_EDATA_PADDING
_eda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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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_SECTION(0, 0, 0)

. = ALIGN(PAGE_SIZE);
idmap_pg_dir = .;
. += IDMAP_DIR_SIZE; // IDMAP_PGTABLE_LEVELS * PAGE_SIZE
swapper_pg_dir = .;
. += SWAPPER_DIR_SIZE; // SWAPPER_PGTABLE_LEVELS * PAGE_SIZE

_end = .;

빌드 후 생성된 심볼의 주소를 확인해보면 그림 2-3과 같은 형태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idmap	페이지	테이블

3	*	4	KB

swapper	페이지	테이블

2	*	4	KB

0xFFFFFF80_08BFB730 __bss_stop

0xFFFFFF80_08BFC000 idmap_pg_dir

0xFFFFFF80_08BFF000 swapper_pg_dir

0xFFFFFF80_08C01000 _end

...

그림 2-3  idmap_pg_dir과 swapper_pg_dir의 배치

❷에서는 idmap 페이지 테이블과 swapper 페이지 테이블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캐시를 무효화

한다. 이를 통해 존재할지 모르는 더티(dirty) 캐시를 제거한다. _ _inval_cache_range는 x0~x1 영

역의 데이터 캐시를 캐시 라인 단위로 무효화한다.

❸에서는 idmap 페이지 테이블과 swapper 페이지 테이블의 모든 엔트리를 0으로 초기화한다. 

A64 인스트럭션 세트는 LDM(Load Multiple), STM(Store Multiple) 명령이 제거되고 LDP(Load Pair), 

STP(Store Pair) 명령만 제공된다. 이 명령으로 테이블 엔트리를 0으로 초기화한다.

❹에서는 미리 정의된 MMU 플래그 세트를 x7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SWAPPER_MM_

MMUFLAGS는 다음과 같이 CONFIG_ARM64_4K_PAGES 설정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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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아키텍처가 매핑된 테이블을 통해 어떻게 물리 메모리에 접근하는지 알아본다. 매핑 

테이블은 물리 메모리 및 물리 디바이스 주소를 가상 주소에 대응시킨 테이블을 말한다. 페이징

은 아키텍처가 이 매핑 테이블을 사용하여 페이징하는 것을 말한다.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RM64 페이징

•	 고정 매핑(fixmap)

•	 연속된 가상 주소 공간 매핑(vmap)

•	 I/O 메모리 매핑(ioremap)

•	 페이지 디스크립터 매핑(vmemmap)

ARM64 페이징3.1
ARM64는 32비트 주소 공간을 갖고 있던 ARM과 달리 대폭 커진 64비트의 주소 공간을 갖고 있

다. 이번 절에서는 ARM64의 주소 공간과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 알아본다.

3.1.1 가상 주소 공간

ARM64 커널에서는 64비트 가상 주소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의 가상 주소 공간을 사용한다.

커널	주소	공간

유저	주소	공간

64비트	전체	가상	주소	공간

미사용	공간

16EB

그림 3-1  커널 주소 공간과 유저 주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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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U 디바이스 내부에 있는 2개의 TTBR 레지스터(Translation Table Base Register)가 가리키는 페

이지 테이블을 통해 커널 주소 공간과 유저 주소 공간에 매핑된 물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커

널 주소 공간과 유저 주소 공간은 각자 페이지 테이블을 갖고 있다. 

커널 주소 공간을 위한 페이지 테이블은 TTBR1 레지스터가 가리킨다. 유저 주소 공간을 위한 페

이지 테이블은 TTBR0 레지스터가 가리킨다. 각 레지스터를 사용하면 CPU는 두 주소 공간에 접

근할 수 있다.

커널	주소	공간

유저	주소	공간

전체	가상	주소	공간

미사용	공간

ROM

RAM

I/O

페이지	테이블

TTBR1

페이지	테이블

TTBR0

전체	물리	주소	공간

그림 3-2  TTBR0 및 TTBR1 레지스터가 나타내는 가상 주소 공간

페이지 테이블은 여러 개의 엔트리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하나는 페이지 1개에 

대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데 사용한다. ARM64 커널에서는 페이지 크기로 4KB, 16KB, 64KB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기본 크기는 4KB). 페이지 테이블의 유지 관리 편의를 위해 커널을 설정

할 때 페이지 크기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고 1개의 페이지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엔트리	인덱스 1	페이지

가상	주소	공간

1	페이지

TTBRn

물리	주소	공간

2단계	페이지	테이블

4K,	16K	또는	64K

그림 3-3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하나가 다루는 페이지 크기

ARM64 커널이 64비트 가상 주소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6, 39, 42, 47 및 최대 48비트

와 같이 아키텍처가 지원하는 비트만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이 범위를 가상 주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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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8비트를 선택해 ARM64 커널을 빌드하여 사용할 경우 주소 공간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248을 연산하면 256TB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 필요한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수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커널이 4K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

우 256TB/4KB를 연산하면 640억 개(64G)의 엔트리 수가 산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4를 보면 VA_BITS = 48 커널 옵션을 사용해 48비트를 선택하여 주소 공간으로 

0x00000000_00000000~0x0000ffff_ffffffff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4의 예를 통해 

ARM64 시스템이 지원하는 세 가지 페이지 크기(4KB, 16KB, 64KB)에 따라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수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16비트 12비트36비트

16비트 14비트34비트

16비트 16비트32비트

페이지	오프셋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인덱스

사용할	가상	주소	비트	수(VA_BITS=48)

16K	페이지

4K	페이지

64K	페이지

그림 3-4  페이지 크기별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인덱스 비트 비교

각 태스크에 주어지는 가상 주소 공간마다 64G개의 엔트리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메모리가 

낭비되므로 ARM64 커널은 테이블을 최소 2단계부터 최대 4단계로 나누어 사용한다.

그림 3-5는 36비트(VA_BITS)를 사용하는 주소 공간을 나타내는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한 

것이다. 필요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2048개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엔트리

가상	주소	공간

1	페이지

물리	주소	공간

2단계	페이지	테이블

16K

엔트리

TTBRn

1단계	페이지	테이블

28비트

1차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인덱스

16K	페이지

2차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인덱스

14비트

페이지	오프셋

1	페이지

11비트11비트

사용할	가상	주소	비트	수(VA_BITS=36)

그림 3-5  2단계 페이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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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페이지 테이블 개요

ARM64 커널의 각 단계별 페이지 테이블 명칭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PGD(Page Global Directory)

•	 2단계: PUD(Page Upper Directory)

•	 3단계: PMD(Page Mid-level Directory)

•	 4단계: PTE(Page Table Entry)

ARM64 커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 크기(4K, 16K, 64K)와 가상 주소 비트 수(36, 39, 42, 47, 

48)에 따른 조합을 알아본다. defconfig 기준으로 ARM64 커널은 4KB의 페이지와 가상 주소 비

트 수(이하 VA_BITS) 39로 구성된 3단계 테이블을 사용한다.

 페이지 크기와 VA_BITS 조합에 의한 각 페이지 테이블 구성

그림 3-6은 2단계 페이지 테이블(pgd와 pte)을 사용해서 페이지 프레임에 연결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VA_BITS=36 pud pmdpgd
11bits

2048	엔트리

pte
11bits

2048	엔트리

16K	페이지	프레임

14bits

총 64G

VA_BITS=42 pud pmdpgd
13bits

8192	엔트리

pte
13bits

8192	엔트리

64K	페이지	프레임

16bits

총 4T

그림 3-6  2단계 테이블 변환

VA_BITS = 36인 경우를 알아보자. 이 경우에는 pgd와 pte 테이블이 각각 11비트를 사용하므로 

엔트리는 2048개가 된다. 최종 엔트리가 16K 페이지를 가리키면 64G(2048 * 2048 * 16K) 주소에 

해당하는 페이지 프레임을 변환할 수 있다.

그림 3-7은 3단계 페이지 테이블(pgd, pmd, pte)을 사용해서 페이지 프레임에 연결되는 세 가지 방

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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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_BITS=39 pud pmdpgd
9bits

512
pte
9bits

512
4K	페이지	프레임

12bits

총 512G

VA_BITS=47 pud pmdpgd
11bits

2048
pte
11bits

2048
16K	페이지	프레임

14bits

총 128T

VA_BITS=48 pud pmdpgd
6bits

64
pte
13bits

8192
64K	페이지	프레임

16bits

총 256T

9bits

512

11bits

2048

13bits

8192

그림 3-7  3단계 테이블 변환

그림 3-8은 4단계 페이지 테이블(pgd, pud, pmd, pte)을 사용해서 페이지 프레임에 연결되는 두 가

지 방법을 보여준다.

VA_BITS=48 pud pmdpgd
9bits

512
pte
9bits

512
4K	페이지	프레임

12bits

총 256T

VA_BITS=48 pud pmdpgd
1bits

2
pte
11bits

2048
16K	페이지	프레임

14bits

총 256T

9bits 9bits

512 512

11bits 11bits

2048 2048

그림 3-8  4단계 테이블 변환

  ARM64 커널의 기본 구성인 3단계 페이지 테이블 

(4K 페이지, VA_BITS = 39)
4K 페이지와 VA_BITS = 39로 구성된 3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64비트 가상 주소에서 상위 25비트는 커널 또는 유저 주소 공간의 구분에 사용하고, 그다음 9비

트 세트 3개는 각 단계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접근할 때 사용한다. 마지막 12비트는 페이지 내

의 오프셋으로 사용한다. 

각 테이블에 대해 9비트 인덱스를 사용하여 총 512개씩의 엔트리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커널은 2개의 공간, 즉 커널과 유저 주소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므로 64비트 가상 주소 중 변환에 

사용하지 않는 최상위 비트 [63:39]를 체크하여 비트 값이 0인 경우에는 유저 페이지 테이블을 가

리키는 TTBR0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비트들 값이 모두 1인 경우에는 커널 페이지 테이

블을 가리키는 TTBR1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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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RM64 커널에서는 그 비트들을 모두 비교할 필요 없이 최상위 비트 하나만을 비교하여 

커널 및 유저의 가상 주소 영역을 구분한다. 

PGD	index

(512개)	

9bits

PMD	index

(512개)	

9bits

PTE	index

(512개)	

9bits

o�set

(4096Bytes)	
12bits

Page	(4K)

(o�set)

(8byte	엔트리) (8byte	엔트리) (8byte	엔트리)

entry	#511

entry	#0

(pgd	index)

entry	#511

entry	#0

(pmd	index)

entry	#511

entry	#0

(pte	index)

TTBR1

비트들이	모두	1일	때	
커널	페이지	테이블

Page	(4K)

(o�set)

(8byte	엔트리) (8byte	엔트리) (8byte	엔트리)

entry	#511

entry	#0

(pgd	index)

entry	#511

entry	#0

(pmd	index)

entry	#511

entry	#0

(pte	index)

TTBR0

비트들이	모두	0일	때	
유저	페이지	테이블

	

25bits

그림 3-9  4K 페이지와 연결된 3단계 페이지 테이블 변환

그림 3-10에서는 대표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는 세 가지 가상 주소 공간의 크기를 보여준다.

16EB

커널	주소	공간	
(256T)

유저	주소	공간	
(256T)

4K 페이지, VA_BITS=48 
64K 페이지, VA_BITS=48

0xffffffff_ffffffff

0xffff0000_00000000

0x0000ffff_ffffffff

0x00000000_00000000

커널	주소	공간	
(4T)

유저	주소	공간	
(4T)

64K 페이지, VA_BITS=42

0xffffffff_ffffffff

0xfffffc00_00000000

0x000003ff_ffffffff

0x00000000_00000000

커널	주소	공간	
(512G)

유저	주소	공간	
(512G)

4K 페이지, VA_BITS=39

0xffffffff_ffffffff

0xffffff80_00000000

0x0000007f_ffffffff

0x00000000_00000000

미사용미사용미사용

그림 3-10  ARM64 커널에서의 가상 주소 공간 크기

 ARM64 커널 메모리 맵

ARM64 커널에서 커널용 가상 주소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 영역의 절반을 잘라서  

2개로 나누어 이용한다. 상위 절반은 물리 메모리를 1:1로 미리 매핑하여 사용한다. 하위 절반

은 fixmap, vmalloc, vmemmap, pci-iomap 영역 및 커널 이미지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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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fixmap과 vmalloc 영역 동적으로 매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커널 주소 공간을 제외한 그 외 매핑 영역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	 fixmap: 컴파일 타임에 목적에 따라 가상 주소 공간이 이미 결정된 매핑 영역이다. 3.2절

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vmalloc: 런타임에 연속된 가상 주소 공간을 자유롭게 매핑할 수 있는 영역이다. 

vmalloc( ) 함수가 vmap( ) 함수를 통해 이용하는 곳이고, ioremap( ) 함수 역시 사용하

는 영역이다. 3.3절과 3.4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pci-iomap: PCI 디바이스의 메모리 맵 I/O 영역으로 사용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 대

한 코드 분석은 생략한다. pci-ioremap 영역은 PCI 디바이스만 사용하는 데 반해 일반 

ioremap 함수를 통해 매핑하는 곳은 vmalloc 영역임을 주의해야 한다.

•	 vmemmap: 빠른 접근을 위해 분산된 page 구조체들을 이 영역에 매핑하기 위해 사용

한다. 3.5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3-11은 커널용 가상 주소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하위 절반을 각각의 용도로 나눈 모습을 보

여준다. 가상 주소 공간의 상위 절반은 물리 메모리를 1:1로 매핑하여 이용하는 영역임을 확인

하자. 그리고 그 이하 4개의 매핑 영역 위치도 확인해둔다. 그림 3-11은 4K 페이지를 사용하고  

VA_BITS = 39인 경우다.

커널	주소	공간	
(512G)

유저	주소	공간	
(512G)

4K	페이지,	VA_BITS=39

MODULES_VSIZE	
(128M)

(gap	2M)

(gap	2M)

(gap	64K)

KIMAGE

VA_START       MODULES_VADDR0xffffff80_00000000

0xffffffff_ffffffff

VMALLOC_START, MODULES_END
KIMAGE_VADDR

KIMAGE_VADDR

VMALLOC_END

FIXADDR_START

FIXADDR_TOP

PCI_IO_START

PCI_IO_END
VMEMMAP_START

PAGE_OFFSET

256G

256G

미사용

1G	
(pud	크기)

1:1 매핑 영역

vmemmap 영역 
(4G)

pci I/O	영역	
(16M)

fixmap 영역 
(0x5c8000)

vmalloc 영역

그림 3-11  ARM64 커널 메모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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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페이징 초기화

페이징에 사용하는 커널용 페이지 테이블을 초기화한다. 아직 커널 메모리 영역이 매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memblock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할당받아도 이에 해당하는 가상 주소가 없으므로 

곧바로 할당받은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다. 커널의 부트업 과정 초반에는 이렇게 메모리 관리 및 

매핑 관리가 동작하기 전 상태이므로 고정 매핑(fixmap) 주소 공간을 활용한 early 매핑에 대한 방

법도 제공한다.

 paging_init( ): 커널용 페이지 테이블 초기화하기

커널 코드 및 데이터 영역, DRAM 영역을 커널용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는 swapper_pg_dir에 

매핑한다. 그런 다음 이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메모리 맵(mem_map)을 구성하고, memblock에 

등록해둔 reserve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free 영역을 버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코드 3-1  arch/arm64/mm/mmu.c의 paging_init( )

void __init paging_init(void)
{
        phys_addr_t pgd_phys = early_pgtable_alloc();   ❶
        pgd_t *pgd = pgd_set_fixmap(pgd_phys);
        map_kernel(pgd);   ❷
        map_mem(pgd);
        cpu_replace_ttbr1(__va(pgd_phys));   ❸
        memcpy(swapper_pg_dir, pgd, PAGE_SIZE);   ❹
        cpu_replace_ttbr1(swapper_pg_dir);   ❺
        pgd_clear_fixmap();   ❻
        memblock_free(pgd_phys, PAGE_SIZE);
        memblock_free(__pa(swapper_pg_dir) + PAGE_SIZE,
                      SWAPPER_DIR_SIZE - PAGE_SIZE);
        bootmem_init();   ❼
}

코드 3-1의 ❶에서는 커널 페이지 테이블로 사용할 하나의 페이지를 임시로 memblock으로부터 

할당받은 후 fixmap 영역에서 pgd 엔트리에 해당하는 주소에 매핑한다. 이렇게 매핑된 주소 공간

과 memblock에서 할당받은 1개의 페이지는 사용 후 이 함수 내에서 다시 언매핑 및 할당 해지될 

예정이다.

❷에서는 커널(코드 및 데이터) 영역과 메모리 영역을 매핑한다. 매핑 시 현재 커널용 페이지 테이블

인 swapper_pg_dir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임시로 할당받은 페이지를 fixmap 영역의 pgd 

페이지에 매핑한 채로 수정한다. swapper_pg_dir은 1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으며, 커널

에서 사용하는 pgd 테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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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에서는 커널용 페이지 테이블이 준비되었으므로 임시로 TTBR1 레지스터가 이 임시 페이지를 

가리키게 한다.

❹에서는 준비된 커널 페이지를 swapper_pg_dir로 복사한다.

❺에서는 다시 원래 커널 페이지 테이블인 swapper_pg_dir 주소를 TTBR1 레지스터에 설정한다.

❻에서는 fixmap의 pgd용 페이지를 언매핑하고 임시로 할당한 커널용 pgd 페이지를 해제한다. 또

한 swapper_pg_dir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해제한다. 커널 빌드 시 swapper_pg_dir의 크기는 

한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 테이블 단계 수만큼 더 만들어진다. 64k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위

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빈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❼에서는 커널 부트 메모리를 초기화한다. bootmem_init( ) 함수는 4.3.2절 ‘부트 메모리 초기화’

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paging_init( ) 함수를 동작하는 이 순간에 커널용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페

이지 테이블을 수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별도의 페이지 테이블을 할당받고 엔트리들을 수정한다. 그런 후 fixmap의 FIX_PGD 엔

트리에 매핑하고 이를 원래의 페이지 테이블에 복사한 다음, TTBR1 레지스터의 주소를 변경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어토믹(atomic)하게 페이지 테이블을 교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RAM

1	PAGE

⑥		fixmap	해지	및		
메모리	사용	해지

물리	주소	공간

fixmap 영역

FIX_PGD

swapper_pg_dir

가상	주소	공간

③		잠시	고정	매핑	

pgd	테이블로	전환

②		가상	주소를	사용하여	

pgd	엔트리	변경	
(커널과	메모리	영역	매핑)

④		준비된	후	copy

⑤	다시	원위치
TTBR1

①		임시로	할당받은		
페이지를	고정	매핑 map_kernel() 

map_mem()

그림 3-12  fixmap 엔트리를 이용한 커널용 pgd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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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커널 메모리 할당에 대해 알아본다. 메인 메모리 할당자가 초기화되기 전에 사용할 

memblock 할당자, 페이지 단위의 할당을 관리하는 페이지 할당자, 페이지 단편화를 방지하는 슬

랩 할당자, kmalloc과 vmalloc 같은 주요 커널 메모리 할당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메모리 할당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모델과 존의 개념, per-cpu 변수를 위한 per-

cpu 할당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POSIX API를 통해 유저 메모리 할당 요청과 관련된 인터페이

스들은 제외했다.

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arly 메모리 할당자: memblock

•	 메모리 모델

•	 존(zone)

•	 버디 시스템

•	 per-cpu 페이지 프레임 캐시(pcp)

•	 페이지 할당자

•	 슬랩(slab) 할당자

•	 kmalloc과 vmalloc

•	 per-cpu 할당자

early 메모리 할당자: memblock4.1
memblock 메모리 할당자는 커널 부트업 타임에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메모리 할당자로, 다른 커

널 메모리 할당자가 준비되기 전에 메모리 범위를 등록하여 사용한다. 주로 부팅 타임에 사용되

지만 메모리 핫플러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런타임에도 사용한다. 2010년 커널 v2.6.35에

서 memblock이 처음 소개되어 사용하기 전에는 bootmem이라는 메모리 할당자를 사용했었다. 

bootmem이 부트업에 필요한 메모리의 일부(lowmem)만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memblock은 전체 

메모리를 관리한다. 커널에서 페이지 할당자로 사용하는 버디 시스템이 준비되기 전까지 메모리 

할당을 먼저(early) 할 수 있는 메모리 관리자는 memblock이 유일하다. 따라서 early 메모리 할당

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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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memblock 구조

memblock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memory 타입: memory 타입은 사용할 물리 메모리 영역을 등록하여 사용한다. 커널 파

라미터에 의해 실제 물리 메모리의 일부 영역만을 사용하게끔 제한되어 등록 가능하다. 

처음에는 regions[ ] 배열에 최대 128개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고, 추후 2배 단위로 계속 

확장될 수 있다.

•	 reserved 타입: reserved 타입은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물리 메모리 영역을 등록하여 사

용한다. 처음에는 regions[ ] 배열에 최대 128개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고, 추후 2배 단위

로 계속 확장될 수 있다.

•	 physmem 타입: physmem 타입은 2014년에 추가된 타입이며, 물리적으로 감지된 메모리 

영역을 등록하여 사용되고 이 값은 등록된 후 수정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memory 

타입과 달리 커널 파라미터에 의해 제한된 메모리가 아닌 실제 물리 메모리 크기를 등

록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코드가 추가되었고, 현재 s390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고 있다. 

regions[ ] 배열로 처음에 최대 4개의 엔트리를 사용한다.

그림 4-1은 memblock과 memblock에 속한 구조체 타입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memblock

struct
memblock

struct
memblock_type

struct
memblock_region

.memory

.reserved

.physmem

.regions[128]

.regions[128]

.regions[128]

그림 4-1  memblock 구조

그림 4-2는 용량이 944MB인 메모리 1개를 memory memblock에 추가하고, 그중 2개 영역의 메

모리를 사용 중인 영역으로 나타내고자 reserved memblock에 추가한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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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lock
bottom_up 0
current_limit 0x3b000000
memory
reserved
physmem

memblock_region
base 0x0
size 0x3b000000
flags 0x0
nid

memblock_type
cnt 1
max 128
total_size 0x3b000000
*regions

memblock_type
cnt 2
max 128
total_size 0x08000000
*regions

memblock_region
base 0x10000000
size 0x04000000
flags 0x0
nid
memblock_region

base 0x30000000
size 0x04000000
flags 0x0
nid

memblock

reserved.regions[1]

reserved.regions[0]

memory.regions[0]

0x00000000

0x10000000

0x14000000

0x30000000

0x34000000

0x3b000000

0xffffffff

할당	한도	제어	필요시	설정	
(arm:	arm_lowmem_limit)

그림 4-2  memblock 관련 구조체들 간 연결 구성

표 4-1~표 4-3에서 memblock, meblock_type, memblock_region 구조체를 알아보자.

표 4-1  memblock 구조체 설명

필드 타입 필드 이름 필드 설명

bool bottom_up 메모리	할당을	아래에서	위로	검색하여	빈	공간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으로,	현재	x86_64	NUMA	시스템에	먼저	적용되어	있다.	NUMA	시스템에서	

메모리	핫플러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있다.	커널이	할당한	메모리가	

최대한	커널이	있는	low	메모리	주소	근처에	할당하게	유도하여	특정	노드의	

메모리를	시스템에서	오프(off)할	때	그	노드에서	이미	할당되어	사용하는	페이

지들이	적은	경우	마이그레이션(migration)되는	비율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된	기능이다(1	=	아래에서	위로	할당).

phys_addr_t current_limit 커널	부트업	프로세스	루틴에서	커널	메모리의	할당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에	사용한다.	64비트	시스템에서	모든	물리	메모리에	대해	가상	메모리에	1:1	
direct	매핑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lowmem	영역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current_limit에는	커널	초기	빌드	시	주어진	사용되는	MEMBLOCK_ALLOC_
ANYWHERE(0xffffffff_ffffffff)	값으로	지정된다.

struct	
memblock_type

memory 물리	메모리	영역	등록

struct	
memblock_type

reserved reserved	영역	등록

struct	
memblock_type

physmem 물리	메모리	영역	등록(일부	아키텍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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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memblock_type 구조체 설명

필드 타입 필드 이름 필드 설명

unsigned	long cnt 사용	영역	엔트리	수다.	엔트리	영역이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아도	1부터	시
작하도록	설계되었다.	첫	엔트리	영역이	추가되는	경우	이	값은	바뀌지	않

고,	두	번째	엔트리가	추가될	때마다	증가된다.

unsigned	long max 최대	사용	가능한	영역	엔트리	수

phys_addr_t total_size 등록된	모든	영역의	크기를	더한	값

struct	memblock_region	* regions 영역	엔트리

표 4-3  memblock_region 구조체 설명

필드 타입 필드 이름 필드 설명

phys_addr_t base 시작	물리	주소

phys_addr_t size 영역	크기

unsigned	long flags flags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매크로	상수를	사용하고	3개의	비트	요청을	조합하

여	사용할	수	있다.

-	MEMBLOCK_NONE(0x0):	특이	요청	없는	영역

-	MEMBLOCK_HOTPLUG(0x1):	메모리	핫플러그	영역

-	MEMBLOCK_MIRROR(0x2):	미러된	영역
-	MEMBLOCK_NOMAP(0x4):	커널이	직접	매핑하지	않은	영역

int nid 노드	id

4.1.2 memblock 초기화 

memblock이 컴파일 타임에 설정되는 값을 알아보자.

코드 4-1  mm/memblock.c

static struct memblock_region 
      memblock_memory_init_regions[INIT_MEMBLOCK_REGIONS] __initdata_memblock;   ❶
static struct memblock_region
      memblock_reserved_init_regions[INIT_MEMBLOCK_REGIONS] __initdata_memblock;

#ifdef CONFIG_HAVE_MEMBLOCK_PHYS_MAP
static struct memblock_region 
      memblock_physmem_init_regions[INIT_PHYSMEM_REGIONS] __initdata_memblock;
#endif

struct memblock memblock __initdata_memblock = {
        .memory.regions         = memblock_memory_init_regions,   ❷
        .memory.cnt             = 1,    
        .memory.max             = INIT_MEMBLOCK_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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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ed.regions       = memblock_reserved_init_regions,   ❸
        .reserved.cnt           = 1,    
        .reserved.max           = INIT_MEMBLOCK_REGIONS,
        
#ifdef CONFIG_HAVE_MEMBLOCK_PHYS_MAP
        .physmem.regions        = memblock_physmem_init_regions,   ❹
        .physmem.cnt            = 1,    
        .physmem.max            = INIT_PHYSMEM_REGIONS,
#endif  
        
        .bottom_up              = false,   ❺
        .current_limit          = MEMBLOCK_ALLOC_ANYWHERE,   ❻
};

코드 4-1의 ❶에서는 컴파일 타임에 세 가지 타입의 memblock 영역에 사용할 엔트리 배열의 개

수를 지정한다. 

•	 memory memblock의 경우 128개의 배열을 준비한다.

•	 reserved memblock의 경우 128개의 배열을 준비한다.

•	 physmem memblock의 경우 4개의 배열을 준비한다.

❷에서는 memory memblock을 128개 엔트리 배열로 초기화한다.

❸에서는 reserved memblock을 128개 엔트리 배열로 초기화한다. 이 배열의 크기는 추후 

reserved 영역이 등록되어 가득 차면 2배 단위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❹에서는 physmem memblock을 4개 엔트리 배열로 초기화한다.

❺에서는 비어 있는 영역의 검색을 위에서 아래 주소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초깃값으로 설정한다.

❻에서는 최대 메모리 할당 제한 값을 시스템이 사용하는 주소의 가장 큰 주소를 갖게 하여 제한

이 없는 상태로 초기화한다.

 memory.regions에 메모리 영역 추가

엔트리 등록은 DTB를 통해 시스템에 장착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 및 크기를 넘겨받아 add_

memblock( ) 등의 memblock API를 통해 추가된다. 특정 아키텍처에서는 장착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 및 크기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도 지원한다. DTB를 사용하여 메모리를 추가하는 

경우 다음의 함수 경로를 통해 memory 노드의 reg 속성 값을 읽어들인 주소와 크기를 memory 

memblock에 등록한다.

그림 4-3은 디바이스 트리(device tree)를 읽어 물리 메모리를 memblock_add( ) 함수를 통해 등록

하는 처리 경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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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
        device_type = "memory";
        reg = <0x0 0x3c000000>;
};

start_kernel()

setup_machine_fdt()

setup_arch()

early_init_dt_scan()

early_init_dt_scan_nodes()

of_scan_flat_dt()

early_init_dt_scan_memory()

early_init_dt_add_memory_arch()

디바이스	트리	검색

memblock_add()

그림 4-3  memblock_add( ) 함수 처리 흐름도

ARM64 커널에서는 실제 DRAM 크기를 제한할 수 있다. 커널이 관리하는 크기(VA39-1, VA42-1, 

VA48-1 등)보다 DRAM 크기가 더 큰 경우 그 초과하는 크기를 제거한다. ‘mem=’ 커널 파라미터

를 사용하여 커널이 사용할 메모리를 제한할 수 있다.

 arm64_memblock_init( ): memblock 초기화하기

reserved 영역의 엔트리 등록은 초기 커널 부트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을 reserved 

memblock에 등록하며 각 아키텍처 및 머신에 따라서 설정이 달라진다. 

•	 커널 영역

•	 initrd 영역

•	 페이지 테이블 영역

•	 DTB 영역 및 DTB 요청 영역

•	 CMA-DMA 영역

코드 4-2  arch/arm64/mm/init.c의 arm64_memblock_init( ) 1/2

void __init arm64_memblock_init(void)
{
        const s64 linear_region_size = -(s64)PAGE_OFFSET;   ❶

        BUILD_BUG_ON(linear_region_size != BIT(VA_BIT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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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start_addr = round_down(memblock_start_of_DRAM(),
                                   ARM64_MEMSTART_ALIGN);   ❷

        memblock_remove(max_t(u64, memstart_addr + 
                        linear_region_size, __pa(_end)), ULLONG_MAX);   ❸
        if (memstart_addr + linear_region_size < memblock_end_of_DRAM()) {   ❹
                memstart_addr = round_up(memblock_end_of_DRAM() 
                                - linear_region_size, ARM64_MEMSTART_ALIGN);
                memblock_remove(0, memstart_addr);
        }

        if (memory_limit != (phys_addr_t)ULLONG_MAX) {   ❺
                memblock_enforce_memory_limit(memory_limit);
                memblock_add(__pa(_text), (u64)(_end - _text));
        }

        if (IS_ENABLED(CONFIG_BLK_DEV_INITRD) && initrd_start) {   ❻
                u64 base = initrd_start & PAGE_MASK; 
                u64 size = PAGE_ALIGN(initrd_end) - base;

                if (WARN(base < memblock_start_of_DRAM() ||
                    base + size > memblock_start_of_DRAM() + linear_region_size,
                    "initrd not fully accessible via the linear mapping -- 
                    please check your bootloader ...\n")) {
                        initrd_start = 0;
                } else {
                        memblock_remove(base, size); 
                        memblock_add(base, size);
                        memblock_reserve(base, size);
                }
        }

        ...

코드 4-2의 ❶에서 linear_region_size는 64비트 커널에서 사용할 가상 주소 크기의 절반을 담는다.

예 	 	가상	주소	크기를	512G(VA_BITS	=	39)로	한	경우	256G	크기가	연속된	영역으로	정의된다.

❷에서는 물리 메모리의 시작 주소는 커널 설정에 따라 섹션 크기 또는 pud 크기로 정렬하여 사

용한다.

❸에서는 linear_region_size를 초과하는 물리 메모리의 끝을 memory memblock 영역에서 제거

한다.

❹에서는 DRAM 크기가 리니어 매핑 영역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영역을 제거한다. VA_BITS 

= 39, DRAM 크기 = 1TB인 경우에는 리니어 매핑 영역이 256GB로 제한되므로 768GB 메모리를 

리니어 매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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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에서는 DRAM 메모리 제한을 설정한 경우 제한 메모리 범위를 초과한 DRAM 메모리 영역을 

memory memblock 영역에서 제거한다.

❻에서는 램디스크(initrd) 영역을 reserved memblock에 추가한다.

코드 4-3  arch/arm64/mm/init.c의 arm64_memblock_init( ) 2/2

        ...

        if (IS_ENABLED(CONFIG_RANDOMIZE_BASE)) {   ❼
                extern u16 memstart_offset_seed;
                u64 range = linear_region_size -
                            (memblock_end_of_DRAM() - memblock_start_of_DRAM());

                if (memstart_offset_seed > 0 && range >= ARM64_MEMSTART_ALIGN) {
                        range = range / ARM64_MEMSTART_ALIGN + 1;
                        memstart_addr -= ARM64_MEMSTART_ALIGN *
                                         ((range * memstart_offset_seed) >> 16);
                }
        }

        memblock_reserve(__pa(_text), _end - _text);   ❽
#ifdef CONFIG_BLK_DEV_INITRD
        if (initrd_start) {   ❾
                memblock_reserve(initrd_start, initrd_end - initrd_start);

                initrd_start = __phys_to_virt(initrd_start);
                initrd_end = __phys_to_virt(initrd_end);
        }
#endif

        early_init_fdt_scan_reserved_mem();   ❿

        if (IS_ENABLED(CONFIG_ZONE_DMA))   ⓫
                arm64_dma_phys_limit = max_zone_dma_phys();
        else
                arm64_dma_phys_limit = PHYS_MASK + 1;
        dma_contiguous_reserve(arm64_dma_phys_limit);

        memblock_allow_resize();   ⓬
}

❼에서는 보안 목적으로 CONFIG_RANDOMIZE_BASE 커널 옵션을 사용하여 커널 시작 주소

가 랜덤하게 바뀌는 경우 memstart_addr을 구한다.

❽에서는 커널 영역을 reserve한다.

❾에서는 램디스크(initrd) 영역 주소를 가상 주소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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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에서는 DTB에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추가한다.

•	 DTB 자신의 영역

•	 DTB 헤더의 off_mem_rsvmap 필드가 가리키는 memory reserve 블록(바이너리)에서 읽

은 메모리 영역들

•	 DTB reserved-mem 노드 영역이 요청하는 영역들

⓫에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dma for coherent/cma for dma)가 필요로 하는 DMA 영역을 reserved 

memblock에 추가하고 CMA(Contiguous Memory Allocator)에도 추가한다. 전역 cma_areas[ ] 배열

에 추가한 엔트리는 CMA 드라이버가 로드되면서 초기화될 때 사용한다. 또한 전역 dma_mmu_

remap[ ] 배열에 추가된 엔트리는 추후 dma_contiguous_remap( ) 함수를 통해 지정된 영역에 대

응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을 IO 속성으로 매핑할 때 사용한다.

⓬에서는 앞으로 memblock 맵이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

4.1.3 memblock 할당과 해제

early 메모리 할당자로서 커널 부트업 프로세스 및 메모리 핫스왑(hot-swap) 과정에서 memblock 

API를 사용하여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API들의 흐름은 그림 

4-4와 같다.

memblock_alloc()

__memblock_alloc_base()

memblock_alloc_base_nid()

memblock_alloc_range_nid()

memblock_alloc_range()

return

memblock_alloc_base()

memblock_find_in_range_node()

found	&&	
!memblock_reserve()

memblock_alloc_try_nid()

return

memblock_alloc_nid()

실패?

메모리	영역의		
빈자리	찾기

특정	노드	id	영역에서	할당을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경우	전체	노드에서	limit	없이	재시도

영역을	reserved에	등록

NUMA_NO_NODE,		
flag=0

할당	실패	시	panic

limit	사용

reserved	성공?

start=0

yes

yes kmemleak_alloc()

NUMA_NO_NODE

그림 4-4  memblock_alloc( ) 및 주요 memblock 할당 함수들 간 연관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