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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ARM 프로세서 기반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성 지원, 복수개의 실행환경 지원 등
을 위해 최근 가상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ARM 프로세서는 Virtualization Extension(VE) 라는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KVM/ARM, Xen on ARM 등의 하이퍼바
이저가 연구 중이다. 하지만 현재 ARM 환경에 적용 가능한 하이퍼바이저와 함께 설치되는 리눅스 커널
에서는 GPU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한적으로 지원되며, 다양한 GPU 드라이버가 지원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설치되는 하부 리눅스 커널 버전은 ARM/KVM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RM 가상화 환경에서의 GPU 디바이스 관련 개발 환경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 GPU 디바이스가 구동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 환경에서 KVM/ARM을 하이퍼바이저로써 구동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가상화
기술은
최근
서버
환경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ARM 프로세서 기반 모바일
환경에서도 널리 연구되고 있다. 다중의 게스트 단말을
하나의 물리적 단말에서 독립적으로 구동시켜, 이들
간의 고립을 지원해 주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모바일 보안 문제[6,7]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써 각광 받고 있다. 가상화 환경은 서버
통합(Server consolidation) 등 주로 서버 환경에서 높은
가용성을 위해 적용 되어 상대적으로 GPU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바일 환경은 GUI, 3D
모바일 게임등 GPU 사용이 극대화 되는 환경이므로,
가상화 환경 GPU 디바이스를 직접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연구 된 모바일 가상화
환경에서는 GPU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환경이 극히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RM 가상화
환경에서의 GPU 디바이스 관련 개발 환경 제약을
극복하고자
GPU
지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KVM/ARM 하이퍼바이저 호스트 운영체제로 사용할 때
필요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실제 임베디드
장치상에 구현할때 필요한 실제적인 이슈를 정리한다.

2. 기초 지식 및 관련 연구
ARM 프로세서는 가상화 지원을 위해 ARMv7부터
Virtualization
Extension
(VE)을
탑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VE 기술은 최고 특권 모드(Privilege Level
2)인 Hyp 모드와 Second stage page table 등이
존재한다. Hyp 모드는 가상화 지원을 위해 새롭게
정의된 모드로써, Non-secure 상태에서 동작하며,
Second stage page table 은 게스트 운영체제의
효과적인 메모리 가상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다.
하이퍼
바이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KVM/ARM[4]은
ARM
프로세서에서
KVM
하이퍼바이저를 구동시켜주는 연구로써 현재 GPU
디바이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용한 모바일
ARM 임베디드 장치의 경우, 리눅스 커널 3.4를
기반으로 GPU를 포함한 I/O 장치 드라이버가 배포되고
있으나, KVM/ARM은 리눅스 버전 3.9 이후부터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KVM/ARM 에서 GPU를 구동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KVM/ARM 뿐만 아니라,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중인 Linaro[2], Xen on
ARM[1] 등 ARM 프로세서 기반의 가상화 환경에서도
GPU장치가 구동되지 못한다. 이는 GPU 드라이버의
구동 조건과 하이퍼바이저의 구동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기인한다.

3. KVM 호스트화 과정에 필요한 요소
3.1 Hyp 모드 지원
KVM/ARM은 호스트 운영체제의 부팅 과정에서
초기화가 진행 된다. 이 때,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조건으로 ARM CPU 모드 및 상태가 Hyp 모드/Nonsecure 상태여야 한다. KVM/ARM은 호스트 커널
이미지가 최초 램에 올라 갔을 때, 기본적인
하이퍼바이저 백터 테이블 설정 및 하이퍼바이저 관련
컨트롤 레지스터들을 설정하는데, 이 때 필요한 접근
권한이 Hyp 모드 및 Non-secure 상태 이다. 때문에
KVM/ARM을
지원하는
부트로더는
호스트
커널
이미지를 램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Hyp 모드/Nonsecure 상태로 동작해야 한다.
3.2 Large Physical Address Extension (LPAE) 지원
ARM 프로세서는 ARMv7부터 LPAE[3]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LPAE는
40bit의
물리적
어드레스를
제공하면서 최고 1TB의 물리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다수의
게스트를
운영해야
되는
하이퍼바이저에게 유용한 설계이며, ARM의 경우, VE와
LPAE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한다. 즉 KVM/ARM
하이퍼바이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호스트 운영체제는
반드시 LPAE를 사용해야 된다.
3.3 커널 API 호환성 제공
1장에서 언급했듯이, KVM/ARM은 리눅스 커널 버전
3.9부터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위 리눅스
커널 버전 에서 KVM/ARM을 운영할 시, 버전 차이에
따른 커널 API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버전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경우, API 뿐만 아니라 서브 시스템
변화에 따른 대응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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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안드로이드 KVM 호스트를 위한 부트로더의 구성.
제안 된 부트로더는 Linaro 에서 제공한 BL1(Secure
상태로 BL2 로딩) 과 Hyp 모드 변환 코드가 삽입 된
BL2, U-boot로 구성됨.

4.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KVM 하이퍼바이저 구성
본 논문에서는 Arndale-5250 임베디드 보드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KVM 호스트화를 진행
하였다. Arndale-5250 보드는 ARMv7 Cortex-A15
1.7GHz Exynos 5250 dual core, 2GB 램 및 Mali-T604
3D가속 그래픽 하드웨어를 지원한다.
4.1 부트로더
그림1의 좌측 부분은 Arndale-5250 보드 제조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트로더를 나타낸다. 부트로더는
BL1, BL2, U-boot, TrustZone Blob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BL1은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필요한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부트로더는 호스트 커널 이미지를 램에 올리기
전에, CPU 모드를 최고 특권 모드인 Hyp 모드 상태로
바꿔야 하지만 보드 제조사가 제공하는 BL1의 경우,
Non-secure 상태로 BL2를 로드한다. BL2가 Nonsecure 상태라는 의미는 CPU 모드를 Hyp mode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동작들을 상태 권한 제한으로 실행
할 수 없음을 뜻한다. 때문에 보드 제조사가 제공하는
BL1은 사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RM 지원 단체인 Linaro 에서 제공하는
Arndale-5250용 BL1을 사용하였다. 그림1의 가운데
부분과 같이 Linaro 제공 BL1은 ARM의 Secure 모니터
백터 기능을 제외하여, BL2를 Secure 상태로 로드한다.
그림1의 우측 제안하는 부트로더는 Linaro BL1 과
Secure 상태로 로드 되어, CPU 모드 변환 코드가 삽입
된 BL2를 보여준다. Secure 상태로 로드 된 BL2는
특권 상태를 갖고 있어, 아래와 같은 CPU 모드 변경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첫째로, Non-secure 상태를 위한 인터럽트, NonSecure Access Control Register (NSACR) 레지스터를
셋팅하고, 둘째로는 모니터 백터 테이블 어드레스 및
핸들러 함수를 설정 한다. 셋째로 U-boot 단계에서
Secure Monitor Call(SMC) 호출을 통해 해당 핸들러에
진입하여, Hyp Vector Base Address Register(HVBAR)
설정 및 현재 상태를 Non-secure 상태로 변경 한다.
이 후 마지막으로 HVC 호출을 통해 CPU 모드를 Hyp
모드로 전환 후, 커널 이미지를 로드 한다.
4.2 커널 & KVM/ARM
4.2.1 LPAE 지원
호스트 운영체제는 LPAE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Arndale-5250 제공 커널 설정의 경우, LPAE가
비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이를 활성화 할 시에, 현재
호스트 운영체제 커널 버전에서는 unaligned 주소
공간에 대한 메모리 매핑 처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관련 패치 코드 [5] 삽입으로 LPAE를
작동 시킬 수 있다.

4.2.2 TrustZone 관련 설정 제거
Arndale-5250 보드의 경우, ARM 프로세서의 Secure
모니터 백터 기능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BL1에서 이미
모니터 백터 초기화 설정을 마무리 하고, BL2를 Nonsecure 상태로 로드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Linaro
제공 BL1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모니터 백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모니터 콜 (SMC) 을 이용한 기능은 어떤 동작에 대해
모니터 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므로, 커널 설정에서 비활성화 시킴으로써 모니터
백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4.2.3 KVM/ARM 설치 및 호환성
본 논문에서의 KVM/ARM 코드는 리눅스 버전 3.9를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Arndale-5250 보드 제조사
제공 커널 버전이 3.4.5 이기 때문에, KVM/ARM에서
사용하는 커널 API와 현재 호스트 운영체제 커널이
사용하는 커널 API가 서로 호환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다행히도, 현재 버전으로 KVM 호스트화 진행 결과,
일부 함수에서만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고, 대부분의
커널 API들이 하위 버전 커널과 호환을 이루었다. 또한
메모리 서브 시스템 정책 등 역시도 큰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
5. 평가 및 향후 계획

각각의 게스트들을 VNC 클라이언트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게스트는 안드로이드 JB-MR1, 우분투
12.04 버전 운영체제를 사용하였고, 2개의 VNC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에 두 개의 게스트를
운영하였다. 두 개의 게스트 운영체제 구동이 문제 없이
작동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KVM/ARM
연구로 구동 시에는 임베디드 보드의 내장 LCD 등의
장치가 활성화 되지 않아, 터미널 접속만 가능한
상태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호스트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GPU 를 비롯한 LCD 드라이버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임베디드 보드의 내장 LCD 를
통해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게스트 운영체제에서도 GPU 등의 장치를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6. 결 론
본 논문은 기존 모바일 가상화 환경에서의 GPU
디바이스 구동 제약을 극복하고자, GPU 디바이스가
구동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
환경에서
KVM/ARM 하이퍼바이저를 구동 시킬 수 있는 요소
기술들에 해서 설명하였으며, 실제 Arndale-5250
임베디드
보드에서
KVM/ARM을
직접
구현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제
이를 위해 부트로더부터 커널의 일부분까지의 수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수개의 게스트 운영체제가
무리 없이 구동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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