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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회/101회 정보관리 기출회차 

1교시형)가상기억장치(Virtual Memory System) 관리기법 중 페이징(Paging) 
주소 변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7 조직응용 3교시 
80 조직응용 2교시 

1교시형)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JDK(Java Development Kits)를 사용하는 경
우와 NDK(Native Development Kits)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98 컴시응 1교시 
96 정보관리 1교시 
95 정보관리 4교시 
92 조직응용 1교시 

1교시형) 계수형 세마포어(Counting semaphor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8 컴시응 1교시 
86 정보관리 2교시 

2교시형) 1.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스캔(SCAN), 룩(LOOK) 
알고리즘 중심으로 설명하고, 다음에 주어진 '디스크 대기 큐' 내의 순서를 활용
하여 스캔 알고리즘의 디스크 헤드 움직임을 설명하시오 

98회 정보관리 3교시 

 2교시형) 운영체제의 디스크 공간 할당 방법과 유닉스(UNIX)의 수퍼 블록
(Super block)이 관리하는 자료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교시형) 'RAID 0 (RAID :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의 활용 분
야와 장애율 (Failure rate), 성능(Performanc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9,66,62 조직응용  

2교시형) 서버 가상화(Server virtualization) 기술의 개요와 사용 상의 장단점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6회 조직응용 4교시 

2교시형) 교착상태(Deadlock)의 필요조건과 교착상태 회피 방법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Banker 알고리즘을 설명하시오.  

86회 정보관리 4교시 



99회/101회 CA/OS 기출문제 분석 - 컴퓨터시스템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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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회/101회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출회차 

1교시형) PCB(Process Control Block) 구성정보 

1교시형) 캐시메모리의 쓰기정책(Write Policy)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형) 부트로더(Boot Loader)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형) 메모리 관리기법 중 지역성(Locality)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시간지역성
(Temporal Locality)과 공간지역성(Spatial Locality)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5회/65회 조직응용 

2교시형) 실시간 스케줄링(Real Time Scheduling) 문제 중 하나인 우선순위전도
(Priority Inversion) 상황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기법 2가지를 제시하
시오. 

75회 조직응용 1교시 

2교시형)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와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차이점 및 응용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9회 조직응용 3교시 
93회 조직응용 1교시 

2교시형) 컴퓨터시스템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폰 노이만 컴퓨터(Von 
Neumann Computer)의 기초가 되는 Stored-program computer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교시형) 쓰레드 이진트리(Threaded Binary Tree)를 정의하고 쓰레드 이진트리를 
표현하는 일반적 규칙과 쓰레드 이진트리를 나타내기 위한 노드 구조를 제시하시오.  
또한 다음에 제시된 이진트리에 대하여 전위운행(Preorder Traversal) 방식에 의한 
쓰레드 이진트리가 메모리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연결리스트를 사용하여 그림으
로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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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과  CA/OS의 융합 답안전략 사례 

문제 2교시형)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의 구조와 작동개요를 맵리듀스 엔진(MapReduce 
Engine)중심으로 설명하시오. (99회 정보관리 3교시) 

3. 하둡에서의 MapReduce 구성도와 구성요소 
  3-가. MapReduce 구성도 

. 

. 

. 

 3-나. MapReduce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Job Tracker 

Task Tracker 

Map 

Reduce 

3. 하둡에서의 MapReduce 구성도와 구성요소 
  3-가. MapReduce 구성도 

. 

. 

. 

 3-나. 컴퓨터아키텍처 측면에서의 MapReduce  
관점 구분 설명 

병렬처리 
NUMA 

COMA 

가용성 
스토리지가상화 

메모리인터리빙 

성능 
캐쉬용량 확장 

IOP 성능향상 

-Job Tracker(작업마스터), Task Tracker(작업단위), Map과  
  Reduce과정으로 구성되어 병렬처리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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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구조-min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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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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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구조 



1. 컴퓨터 구조 

KPC기술사회(http://cafe.naver.com/81th) 98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이동희 10 

1) 컴퓨터 구조 

→ 컴퓨터 구조(Computer Architecture)란? 
 - 컴퓨터 공학에서 개념의 설계, 컴퓨터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운영 구조 
 

 - 컴퓨터의 여러 부분에 대해 설계적으로 이식되는 것과 요구 사항들(특히 속
도, 상호 연결)이 무엇인지 기능적으로 설명한 청사진(CPU가 메모리 주소에 내
부 적으로 수행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설명) 
 

 - 하드웨어(HW) 부품을 골라서 상호적으로 연결하여 기능, 성능, 비용적인 목
표 를 충족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내는 과학과 기술 

→ 컴퓨터 구조 현황 
 - 현재의 컴퓨터는 Von Neumann(폰 노이만)이라고 불리우는 구조에 기반 
    : CPU와 메모리(memory)의 두개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 
    : 개인 컴퓨터, 슈퍼 컴퓨터, 메인 프레임 ,핸드폰과 같은 모든 현대적인 컴퓨
터가 채택, 간단히 표현하자면 컴퓨터는 "연산"과 "저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 

 
 - 전통적 Computer 개념 → 유비쿼터스와 유/무선 통신 기술 발전 →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1. 컴퓨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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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구조 – 4가지 구성요소 

가. 하드웨어(H/W)  
-기본 컴퓨팅 자원(CPU, Memory, I/O 장치)을 제공  

 

나. 펌웨어(Firmware) 
-읽기 전용 메모리(ROM)가 부착된 영구 저장소에 저장되는 실행 가능한 
명령어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기계어보다 하위의 프로그래밍 계
층, Microcode라는 명령어로 작성) 
 

다. 소프트웨어(SW) 
• 운영체제(OS)=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W) 

-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과 같은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자원 할당자, 제어 프로그램) 

-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컴퓨터로 사용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작성된 프로그램 
 

라. 사용자(User)  
- 사람, 기계, 다른 컴퓨터들이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함  



1. 컴퓨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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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구조 – 내부구조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로 구성되며 각 시스템 버스와 연결 
 

- 시스템 버스: Address Bus(주소정보), Data Bus(데이터 전송), Control Bus(동 
작제어신호)로구성 



1. 컴퓨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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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구조 – 내부구조 

 

BUS 설명 

Address 
Bus 

- 주소 지정, 단방향 전송(uni-directional transfer) 
- 주소선의 수는 CPU에 접속될 수 있는 최대 기억장치용량 결정(최대 주
소지정) 

Data 
Bus 

- 데이터 전송, 양방향 전송(bi-directional transfer) 
- CPU가 한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 

Control 
Bus 

- 각종 요소들의 동작 제어 위한 신호선 집합 
- CPU, 시스템 구성 따라 제어 신호선의 수 달라짐 
- 기본적 신호로는 기억장치 읽기/쓰기, I/O 읽기 쓰기신호 등 

→ CPU와 기억장치 접속 

→ CPU와 IO 장치 접속 

• CPU가 직접제어 하지 않고 별도의 Interface 회로 or 제어기(Controller)를 통해 함 
• 기억장치와 마찬가지로 주소,데이터,제어 신호(BUS)가 연결됨(I/O 장치에 직접 연결하
지 않고  I/O 제어기에 연결) 
• 제어기에는 기본적으로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음 
• 보조기억장치(하드디스크, CDROM 등)는 블록 단위 전송, 데이터 버퍼 존재 
• I/O 장치에 하나씩 주소 지정해 CPU는 장치를 구별/접근 (기억장치 주소지정과 동일) 



1. 컴퓨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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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노이만/하버드 아키텍처 

 

 

• Von Neumann 아키텍처 개념 
- 같은 주소공간을 가진 유일한 메모리에 저장된 Instruction(Program)과 Data를 CPU가 
접근사용하여 비용을 낮춘 컴퓨터 아키텍처(Stored program concept) 
-CPU가 메모리로부터 읽고/쓰는 신호버스와 메모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아키텍처 
 

• Harvard 아키텍처 개념 
- 서로 다른 주소공간을 가진 분리된 메모리에 Instruction과 Data를 분리 저장하고, CPU
는 분리된 버스로 접근하여, 성능을 높이고 복잡성을 단순화한 컴퓨터 아키텍처 
-명령용 버스와 데이터용 버스를 물리적으로 분할, 읽고/쓰기가 동시에 가능한 아키텍처 
- 파이프라이닝을 위한 구조 변경 아키텍처 



1. 컴퓨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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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노이만/하버드 아키텍처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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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구조 

* 시스템 성능측정 지표 

 

 지표 정의 단위/목표 

처리율 
(Throughput) 

안정 상태 하에서 측정되며 하루에 처리되는 작업의 
개수, 또는 시간당 처리되는 온라인 처리의 개수 등으
로 측정  

TPS/높임 
OPS/높임 

응답 시간 
(Response Time)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키를 입력한 시점부
터 시 스템이 그 메시지가 수신 되었음을 나타내는 시
점까지 사용 자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초 /낮춤  

반환 시간 
(Turnaround 
Time) 

작업이 그 수행을 위해 시스템에 도착한 시점부터 완
료되어 그 작업의 출력이 사용자에게 제출되는 시점까
지의 시간 초 (낮춤)  

초 /낮춤 

자원 이용도 
(Resource 
Utilization) 

시스템이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는데 있어 각 자원이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척도. 

% /높임 

용량(Capacity) 처리율에 있어서 최대 한계(포화상태) % /높임 

가용도 
(Availability) 

사용자가 주어진 자원이 필요한 시점에 그 자원을 사
용할 수 있는 확률 

% /높임 
 

신뢰도(Reliability) 주어진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확률 %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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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U 구조 

 

 
→ CPU의 구성요소  
1) 제어장치 (Control Unit)  
- 모든 자원의 동작을 명령/제어 
- 메모리 Read 명령어 해석하고 제어신호 전달  
- PC, Instruction Register 
2) 산술논리 연산장치 (Arithmetic & Logic Unit)  
- 각종 산술 연산들과 논리 연산들을 수행  
- 산술연산(＋,―,×,÷) 
- 논리 연산(AND, OR, NOT, XOR) 
3) 레지스터 (Register) 세트 : 레지스터의 집합  
-CPU 내부 존재, 가장 빠른 기억 장치임 
  (>Cache>Memory>Disk)  
- 실행중인 명령어 및 다음 실행명령어 주소기억  
-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함  

4) 버스(Bus)  
- Address Bus : CPU가 메모리,입출력 장치 주소를 지정할 때 사용  
- Data Bus : CPU와 메모리,입출력장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시 사용  
- Control Bus : CPU의 상태 변경을 알리는 제어신호 전송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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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SC / CISC / EPIC 

 

 

→ RISC와 CISC(명령어 구성 방식에 따른 CPU 구분) 
•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의 정의 

-단순한 명령 처리부터 복합적 명령 수행까지 하나의 명령집합(Command Set) 
 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명령어가 정의된 구조 
-많은 수의 명령어, 다양한 어드레싱 모드 지원, 가변길이 명령어 형식 
-하나의 명령은 하나의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명령어 셋으로 구성 
-하나의 명령어 처리를 위하여 여러 개의 Cycle을 수행하며 수행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의 정의 
- 복잡한 명령어의 제거, 빠른 명령어 해석 위해 고정 명령어 길이, 파이프라인 활용성 극대화, 프
로세서 속도 향상의 명령어 정의 구조, 메모리 접근을 줄이기 위해 많은 수의 레지스터 사용 
- VLSI화, 파이프 라이닝 최적화, 레지스터 수의 확대, 단순 메모리 참조 

*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초대규모 집적회로 

CISC RISC 

 

 

 

 

 

제어장치 명령/데이터 경로 

명령/데이터 경로 Cache 

Main Memory 

하드와이어식 
제어장치 

데이터 경로 

명령 Cache 데이터 Cache 

Main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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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SC / CISC / EPIC 

 

 
→ 특성에 따른 CISC와 RISC의 비교 

구분 CISC RISC 

설계 목적 최소 프로그램 길이 (최대 동작) 명령어 당 최소시간 

Cycle 여러 사이클에 수행되는 복잡한 명령어 하나의 사이클에 수행되는 단순 명령어 

Memory 잦은 메모리 참조 메모리는 Load/Store만 처리 

Register 8 ~ 16 범용 레지스터, 부동소수점 연산 
제공 

16 ~ 32 범용 레지스터, 부가적인 레지스
터 사용가능 

Command 다양한 길이 / 형식 고정길이, Load/Store 

장점 기계어 변환 용이, 컴파일 시 최적화 CPU 성능 최대화, 설계비용, 시간절약 

단점 CPU 설계시간, 오류가능성, 비효율 레지스터 할당 및 최적화 어려움 

* CISC는 명령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령어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명령어 해석에 필요한 회로도 복잡하
다. 보통 풍부한 어드레싱 기능을 갖추고 있어 명령의 직교성이 좋다. 한 명령에서 행하는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마
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 RISC에서 처럼 명령어의 길이를 고정하면 파이프라인 처리의 고속화를 꾀할 수 있지만, 컴파일러의 최적화 과정이 
복잡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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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SC / CISC / EPIC 

 

 
→ RISC의 한계점 및 EPIC(Explicitly Parallel Instruction Computing )의 출현 

- S/W 순서성, 분기, 결과 유동성 등의 증가로 병렬 처리에 의한 성능 향상 제약 

- CISC에서 단일 Clock에 1개 이상 명령어 수행 가능, CISC에 RISC의 Pipelining 적용 

-32 bit 레지스터, 분기 예측, 메모리 지연, 암시적 병렬 처리의 문제점 극복 위한 64 bit 아키텍처에서  

 128개의 레지스터, 추론/예측 통한 명시적 병렬 처리, Data Hazard, Control Hazard 해소한  

 EPIC(Explicitly Parallel Instruction Computing)으로 진화 

- 컴파일 시점에서 복수 명령을 동시 실행해도 문제가 없도록 명령의 순번을 차례대로 정해서 명령 실행 

- 컴파일러가 소스코드로부터 명시적으로 병렬성을 찾고, 병렬처리가 가능하도록 기계어 코드 생성 

- 병렬수행이 가능한 RISC 명령어 등을 컴파일러가 모아서 긴 명령어 워드에 채워두고 긴 명령어가 하나 

수행되면 여러 개의 RISC 명령어들이 병렬 수행되는 구조 

- HP 아이태니엄(Itanium, IA-64)→6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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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가. 병렬처리의 정의 

• 단위 시간 내에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처리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로
세싱 기법 
• 다수의 프로세서들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 혹은 한 프로그램의 분할된 부분을 
분담하여 동시에 처리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 병렬처리의 조건 : 분할성(프로그램 분리), 복잡성(병렬알고리즘), 프로세서간 
통신(데이터교환) 

 
나. 병렬처리의 구현방법 

구현방법 내용 

파이프라인 
(Pipeline) 

- 명령어의 단위 수행 시간을 변하지 않고, 단위 시간 
내에 수행되는 명령어의 수를 늘림으로써 유효 명령어
의 수행시간을 단축 

어레이 컴퓨터 
(Array Computer) 

- 공간적 병렬성을 위해 다수의 동기화된 프로세서 이
용(CISC) 
- SIMD 구조 

다중처리시스템 
(다중프로세서) 

- 자원의 공유 및 비동기적 병렬성 
- 시분할 및 공동 버스 구조, Crossbar 교환 행렬 구조, 
MIMD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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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다. 병렬 컴퓨터의 개념 

•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의 순차처리에 반대되는 구조로, 여러 개의 CPU에서 동시에 여러가지 

Job과 Process를 처리하는 컴퓨터(병렬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 다수프로세서(Multiprocessor)들이 다수의 프로그램들 또는 단일프로그램의 분할한 부분들을 

분담하여 동시에 처리하는 컴퓨터 

• 다수의 프로세서를 상호 연결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컴퓨터로서 동시에 다수의 독립적인 프로

세스를 처리 

라. 병렬 컴퓨터의 분류(Flynn의 분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분류) 

• 프로세서들이 처리하는 명령어와 데이터 stream(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순서대로 처리되는 

일련의 명령어들과 데이터의 흐름)의 수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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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라. 병렬 컴퓨터의 분류(계속) 
• 시간적 병렬의 파이프라인형, 공간적 병렬의 프로세서 배열형(배열 프로세
서, 시스톨릭(Systolic) 프로세서), 데이터 플로(Data Flow)형으로 구분키도 함 

SISD 

- 한번에 한 개씩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일반적 단
일 프로세서 시스템 

- 파이프라인이나 슈퍼 스칼라로 성능 향상 

SIMD 

- 하나의 명령어를 여러 개의 PU에 전달하여 동시에 수행 

- PU는 같은 명령어를 수행하지만 데이터는 모두 다름 

- 배열 프로세서(array processor)라고도 함 

MISD 
- 각 프로세서들은 서로 다른 명령어를 처리하지만, 데이터는 하나임 

- 실제 구현 예 없음 

MIMD 

- n 개의 프로세서들이 서로 다른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을 처리함 

-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multiprocessor system)라고도 함 

- 메모리를 공유하는 공유기억장치 시스템(tightly-coupled system) 
과 각자 자신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분산기억장치 시스템(loosely-
coupled system)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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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라. 병렬 컴퓨터의 분류(계속) 

  -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세서 내부 구조 : 파이프라이닝(pipelining), 슈퍼 스칼라(superscalar) 

배열 프로세서(Array processor)라고도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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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라. 병렬 컴퓨터의 분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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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마.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 Flynn의 분류 중 MIMD에 해당 

구분 주요내용 

공유 
기억장치 
시스템 

- 밀결합 구조, 주기억장치가 어느 한 프로세서에 속해있지 않고 모든 프로세서들에 

의해 공유 

- 운영체제와 사용자 프로그램 ,데이터 모두 공유기억장치에 저장됨 

ⓐ 장점: 프로세서간 데이터 교환 메커니즘 불필요, 각 프로세서의 job을 동적으로 균

등하게 할당가능, 이용률 극대화 

ⓑ 단점: 프로세서와 기억장치간의 통로에 통신량 증가에 의한 경합으로 인한 시간지

연이 길어짐, 공유 자원(기억장치, I/O)을 동시에 접근할 수 없음 

- 프로세서 수에 비례하여 성능향상 어려움, 고속 상호연결망과 캐쉬 기억장치 사용 

분산 
기억장치 
시스템 

- 소결합 구조임, 각 프로세서가 자신의 기억장치를 별도로 가짐, 분산 기억장치 시스

템, 다중컴퓨터 시스템이라고도 함 

- 각 프로세서들이 실행할 프로그램이 컴파일 단계에서 별도로 작성되어 각 프로세서 

기억장치 적재, 프로세서에 의해 서로 공유되는 데이터만 교환 

ⓐ 장점: 프로세서간 통신량 크게 줄어듦, 프로세서간 통신은 메시지 사용 

ⓑ 단점: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메시지 지연 가능성 

- 통신 채널은 백프레인 or 이더넷 사용 독립적인 컴퓨터로 구성 가능, 즉 분산 시스템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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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MA - 균일 기억장치 액세스(Uniform Memory Access) 모델 

- 모든 프로세서들이 상호 연결망에 의해 접속된 주기억

장치 공유, 엔터프라이즈급 서버 아키텍처 

- 프로세서들은 주기억장치의 어느 영역이든 액세스할 

수 있으며, 그에 걸리는 시간이 동일 

- 장점: 하드웨어가 간단하고, 프로그래밍이 용이 
- 단점: 공유 자원에 대한 경합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스
템 크기(프로세서 수)에 한계  

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바. 병렬컴퓨터의 분류 – 기억장치 접속모델에 따른 분류(1/2) 

2. CPU 

2) NUMA - 불균일 기억장치 액세스(Non-uniform Memory Access) 모델  

• UMA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규모의 시

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모델 

• 다수의 UMA 모델들이 상호연결망에 의해 접속 

•  분산 공유기억장치 (distributed shared- 

  memory) 구조 

• 기억장치 액세스 시간은 기억장치의 위치에 따

라 달라짐 – 지역/전역/원격 기억장치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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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A - 캐쉬-온리 기억장치 액세스(Cache-Only Memory Access) 모델   

• 시스템 내에 기억장치가 존재하지 않음 

• 각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기억장치들이 모두 캐

쉬로서 동작하며, 하나의 공통 주소 공간을 가짐 

• 다른 캐쉬에 대한 액세스는 분산 캐쉬 디렉토리

(distributed cache directory)에 의해 지원 

• 초기에는 데이터들이 임의의 캐쉬에 저장되어 있

으며, 실행 시간 동안에 그 데이터를 사용할 프로

세서의 캐쉬로 이동 

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2. CPU 

4) NORMA - 무-원격 기억장치 액세스(No-Remote Memory Access) 모델  

• 분산-기억장치 시스템(distributed-memory)이라고도 

부름 

• 프로세서가 원격 기억장치(remote memory)는 직접 

액세스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 

• 프로세서들과 기억장치들은 메시지-전송(message-

passing)을 지원하는 상호연결망으로 접속  

• 주요 상호연결망: 매쉬(mesh), 하이퍼큐브(hypercube), 

토러스(t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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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P - 대칭적 다중프로세서(Symmetric Multiprocessor) 

2) MPP - 대규모 병렬프로세서(Massively Parallel Processor) 

• 완전-공유 구조(shared-everything architecture) :  
       프로세서들이 시스템 내의 모든 자원들을 공유 
• 시스템 내에 하나의 OS만 존재   
• 대칭적(symmetric): 
 - 모든 프로세서들이 필요 시 직접 OS 코드 수행 
 - 모든 프로세서가 자원들을 동등한 권한으로 사용 

• 프로세서들이 기억장치와 I/O 장치들을 공유하며, 상호연결망에 의해 접속 

• 모든 프로세서들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같은 수준의 기능들을 수행 

• 프로세서간 통신은 공유-기억장치를 이용. Job scheduling이 하나의 OS에 의해 통합적으로 수행 

• 공유 자원에 대한 경합으로 인하여 시스템 크기에 한계 

• 무공유 구조(shared-nothing)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병렬처리시스템 
• 마이크로-커널(micro-kernel) 수준 노드OS 탑재 
• 노드들 간의 통신은 message-passing 방식 

• 프로세서와 메모리, 운영체제로 구성된 각각의 노드로 작동되어, 시스템 확장 시에 성능 저하 없음 
• 노드 사이의 일관성을 S/W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성능이 감소되지 않도록 트래픽 관리 주의 
• SMP에 비해 가용성이 떨어짐 

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사. 병렬컴퓨터의 분류 – 시스템 구성에 따른 분류 

2.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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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NUMA - 캐쉬-일관성 NUMA(Cache-Coherent NUMA) 시스템 

4)  분산 시스템(Distributed System) 

5) 클러스터 컴퓨터(Cluster Computer) 

•독립적인 노드들(UMA 혹은 NUMA)이 상호연결망에 의

해 접속 

•모든 노드들의 캐쉬 및 주기억장치들 사이에 데이터 일

관성 유지 

•시스템 내의 모든 기억장치들이 전역 주소공간(global 

address space)을 가지는 분산 공유-기억장치시스템 구성 

•장점: S/W 변경 없이 SMP보다 더 큰 시스템 구축 가능 

• 독립적인 노드(컴퓨터시스템)들이 전통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접속 
• 노드들 간의 정보 교환 혹은 병렬처리를 수행할 때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 : 소결합 시스템
(loosely-coupled system) 

• 네트워크: 고속 LAN, 혹은 network switch 
• 모든 시스템 자원들을 SSI(Single System Image)로 통합 
•주요 장점 

- 저렴한 비용으로 병렬처리시스템 구축 가능 
- 결함 대체 용이  가용성(availability) 향상 

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2. CPU 



2.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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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아. Pipeline - 명령어 통한 병렬처리 

• 여러 개의 명령어를 각 단계를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 기법 
 

• 실행될 명령어를 미리 인출 
  - 명령어 선인출(Instruction prefetch)혹은 fetch overlap 
 

• 하나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를 처리하는 기법 
 

• 하나의 프로세서(processor)를 여러 개의 부 프로세서(sub-processor)로 나누어 각각
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는 병렬처리 기법 
 

• 하나의 처리 과정을 여러 단계(segment, phase, stage)로 세분화하여 독립적으로 각 
단계를 제어하여 각 단계에 서로 다른 작업들이 수행됨으로써 병렬성을 높이는 기법 
 

• CPU의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한 개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데 각 단계별로 병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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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바. Pipeline – 4단계 Cycle 

• IF(명령 인출) -> ID(명령 해석) -> EX(명령 실행) -> WB (데이터 저장) 
• ① 명령어 인출단계(IF: Instruction Fetch stage): 명령어를 기억장치로부터 
인출 
• ② 명령어 해독단계(ID: Instruction Decoding stage): 인출된 명령어를 해석 
• ③ 명령어 실행단계(EX: Instruction Execution stage): 해석된 결과를 수행 
• ④ 데이터 저장단계(WB: Write Back stage): 수행된 결과를 저장 
• 가정: 모든 단계들에 같은 시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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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바. Pipeline – Super Scalar 

- CPU 내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두어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는 
기술 

-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명령어 수준 병렬성(ILP,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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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바. Pipeline – Super Pipeline 

- 각 단계를 두 개 혹은 그 이상으로 분할 

- 슈퍼파이프라이닝의 정도(degree of superpipelining)가 n인 기능 유니
트의 클럭사이클 시간은 기본 사이클의 1/n 

      예) n = 2인 슈퍼파이프라인에서의 명령어 실행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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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바. Pipeline – Superpipelined Superscalar  

예) n = 2,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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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바. Pipeline – VLIW (very long instruction word) 

-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들을 찾아서 하나의 명령어 코드로 재배열하여 실
행함 

- 프로세서는 여러 개의 기능 유니트 가짐(load/store, 부동소수점계산, 정수계산, 분
기) 이 기능에 맞는 명령어를 (4개 명령어)하나로 재배열해 동시에 실행함, 적절한 
기능 유니트로 분산 실행 됨 

- 인출과 해독은 한 회로에 의해 수행, 각 연산의 실행만 여러 개의 기능 유니트로   
나누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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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바. Pipeline – Pipeline Hazard 

- 해저드는 다음 명령이 지정된 클럭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해 

Hazard 원인 해결방안 

구조적 해저드 
(Structural hazar
ds) 

하드웨어가 여러 명령들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자원 충돌 
Add a, b, b 
Add c, d, d 

-레지스터 파일 사용 
-모든 구조적 해저드 제거 
어렵고 고가 

데이터 해저드 
(Data hazards) 

명령이 현재 파이프라인에서 수행중
인 이전 명령의 결과에 종속되는 경
우 발생 
Add a, b, c 
Add c, d, d 

-레지스터 Rename, 하드웨
어 추가/Interlock 
-명령어 스케줄링(컴파일러) 

제어 해저드
(Control hazards) 

분기 명령어에 의해 발생 -지연분기:분기방향 결정까
지 중지 
-Branch 예측 

- Interlock(인터록) : 데이터 해저드를 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메커니즘  
즉, 해저드 발생을 미리 탐지하고 nop 등을 해저드의 원인/결과 명령어 사이에 위
치시키는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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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억장치의 개요 

 

 가. 계층적 메모리 구조 

* 메모리의 정의  
프로그램, 처리할 데이터, 처리된 결
과 등을 저장하는 장치 

→ 메모리의 두 가지 관점 
• 물리적 공간(Physical Memory): 실제 자료나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공간, 메모
리 Chip이나 디스크 자체(byte 단위) 
• 논리적 공간(Logical Memory):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시 사용하는 공간, 
가상 메모리(Virtu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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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리의 종류 

 

 분류 구분 종류 

 

비휘발성 

ROM 

(Read Only Memory) 

-PROM : Programmable ROM 

-EPROM : Erasable Programmable ROM 

-EEPROM : Electrically Erasable PROM 

-플래시메모리:NOR,NAND 

휘발성 
RAM 

(Random Access Memory) 

-SRAM : Static RAM 

-DRAM : Dynamic RAM 

-SDRAM : Synchronous Dynamic RAM 

-DDR RAM : Double Data Rate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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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모리 관리정책 

 

정책 내용 종류 

호출(반입)정책 

(Fetch strategy) 

-언제 어떤프로그램을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 올 것인지 결정 

-요구반입정책 

-예상반입정책 

배치정책 
(Placement strategy) 

-디스크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을 메모리의 어

디에 저장 할 것인지 결정 

-최초적합(first-fit) 

-최적적합(best-fit) 

-최악적합(worst-fit) 

교체(대치)정책 

(Replacement stra

tegy) 

- 메모리의 어느페이지를 디스크로 제거 할 것 

인지결정  

-FIFO, LFU, NUR, LRU, 

 Random, Optimal, Secon

d Change 

 
→물리적 메모리의 속도향상 기법–메모리 인터리빙(Memory Interleaving) 
 
가. 메모리 인터리빙(Interleaving)의 정의 
  - 디스크의 RAID와 같이 여러 개의 메모리를 동시에 액세스하여 단위시간당 전송률
을 높여서 메모리의 속도를 향상 시키는 기술 
나. 메모리 인터리빙의 종류 
 - 하위 인터리빙 : 메모리를 병렬로 동시에 액세스 
 - 상위 인터리빙 : 메모리를 직렬로 순차적으로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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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쉬 메모리 

 가. Cache Memory의 정의 
1.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규모 고속 memory로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 
2. Cache Memory의 설계 원리는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을 이용 

 

나. Cache memory의 사용목적 
1. Cache hit ratio의 극대화 
2. Cache 접근 시간의 최소화 
3. Cache miss시 지연시간 최소화 

 

다. Cache Memory의 동작원리 
1.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에 읽혀져서 캐시메모리와 CPU에 동시적재 
2. CPU는 처음에 캐시 메모리를 먼저 조회, 원하는 워드가 있으면 이를 읽음 
3. 원하는 word가 캐시 메모리에 없으면 주기억 장치로 접근, 해당 word 조회 
4. 해당 word를 포함한 블록이 주기억장치로부터 캐시 메모리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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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쉬 메모리 

 

 
라. 캐쉬 메모리 Mapping 방식 3가지 

마. 캐쉬메모리 교체알고리즘(Cache Hit Miss 시에사용됨) 

교체 알고리즘 내용 

LRU 
-Least Recently Used 

-사용되지 않는 Block을 교체(시간적 지역성) 

FIFO 
-First In First Out 

-Cache 내에 가장 오래 있었던 Block 교체 

LFU 
-Least Frequently Used 

-사용빈도수가 가장 낮은 Block 교체 

Random -후보 블록 중 한 블록을 임의로 선택 

Optimal 
-향후 가장 참조되지 않을 Block을 교체 

-현재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 

바. 캐쉬인출방식: Demand Fetch(필요시에만), PreFetch(미리예상하여캐쉬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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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쉬 메모리 - Cache coherence 

 
가. Cache coherence의 문제발생 
  - 공유 메모리 구조에서 각 cpu에 local cache를  
    탑재한 경우 local memory와 공유 메모리간  
    Data 불일치 문제 발생  

나. 캐쉬메모리의Coherence 유지정책 
  -Write Through : 메모리와 캐쉬 메모리에 동시에 쓰기 
  -Write Back: 캐쉬에 먼저 쓰고 메모리에 나중에 쓰기  

다. 캐쉬 메모리 일관성 유지방식 

구분 소프트웨어 방식  하드웨어 방식 

매커니즘 -컴파일러와 OS에서 공유데이터 변수들
이 캐시에서 관리되지 않도록 무효화하
거나 안전한 공유변수 사용을 위한 주기
를 코드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  

-Bus를 통해 일관성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불일치 조건들을 동적검출
  

기술요소 -중앙집중식 전역표 : 사용 될 메모리에 
대한 정보기록,  참조하여 일관성유지.
  

-캐시제어기 : CPU와 IOP로 부터 나온 모
든 버스요구를 감시 
-디렉터리, 스누피 프로토콜 이용 

장/단점 -문제검출이 런타임에서 compile time이
동, SW를 통해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변
경가능. compile time에 문제를 검출으로
캐시이용률감소.   

-캐시사용률 향상, SW개발 편의성 증가하
나 HW 개발 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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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주기억장치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보다 더 큰 저장 공간을 보조기억 장치에 생성 
 하여 마치 주기억장치의 연속된 공간처럼 사용하는 기억장치 
 

- 실행중인 프로세스에 참조되는 주소를 기억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와 분리 

가. 가상 기억장비 관리기법 

구분 내용 알고리즘 

반입기법 
저장된 페이지가 보조기억장치에서 언제 주기억장치로 적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법 

-요구반입 기법 

-반입예상기법 

배치기법 
주기억장치에서 적재할 페이지를 주기억장치의 어느곳에 적재 

시킬지를 정하는 기법 

-페이징 기법 

-세그먼테이션 기법 

교체기법 

주기억장치가 이미 페이지에 의해 모두 할당되어 있는 경우 새

로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페이지가 있어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 

있는 페이지들 중 내보내는 기법 

-최적화 기법 

-FIFO 

-LRU 

-LFU 

-NUR 

할당기법 
시스템 내에 있는 프로세스들에게 주기억 장치의 양을 얼마나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법 

-고정할당기법 

-가변할당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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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나. 교체 알고리즘 

Algorithm 처리방식 

Random 
-교체된 Page를 임의 선정 

-Overhead가 적음 

FIFO 
-주기억 장치내에 오래 있었던 Page 교체 

-자주 사용되는 Page가 교체될 우려가 있음 

LFU 
(Least Frequently Used) 

-현재를 기준으로 사용횟수가 가장 적은 Page교체 

-최근에 주기 억장치에 적재된 Page가 교체될 수 있음 

LRU 
(Least Recently Used)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Page교체 

-Time Stamping에 의한 overhead 존재 

최적화 기법 -Optimal Replacement, 가장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 교체 

NUR 

-Not Used Recently 

-최근에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2개의 비트(참조/변형) 이용하여 교체 

-적은 오버헤드로 LRU기법의 성능 극대화 기법 

→가상 메모리 사용으로 인한 장점 
• 프로세스 사용 Stack, Text, Data 영역의 적재로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 가능 
• 물리적 한계와 무관 대용량의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 
• 프로그래머가 메모리의 크기나 Overlay 문제와 무관하게 코딩 가능 
• CPU 이용율(utilization)과 처리율(Throughput) 증가, 응답시간(Response Time) 감소 
•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의 Swap에 필요한 입/출력 회수가 감소함 
• 가상 메모리는 Page라 불리우는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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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다. 가상메모리 배치(구현)기법 

종류 주요내용 

Demand 
Paging 

-고정분할 기법 – 메모리 관리 측면 

-메모리를 고정된 작은 크기의 프레임으로 미리 나누는 방식 

-외부 단편화 해결 가능, 내부 단편화 발생 

-프로그램의 실제 주소와 주기억장치의 주소가 다름 

- 페이지 테이블 Entry가 Invalid일 때 Page Fault Trap 발생 

Segmentation -사용자의 관점을 그대로 지원하는 기억장치 기법 

-외부 단편화는 있으나 내부 단편화 없음 

- 메모리 공간을 세그먼트들의 집합으로 정의(동적 기억장치 할당 
기법) 

Paging + 
Segmentation 

-페이지화된 세그멘테이션 기법 
-Page 기법과 Segment 기법의 장점을 수용한 기법 
-파일관리는 Segment 단위, 메모리 로드 프로그램의 조각은 Page 
단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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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 Demand Paging기법 

 - 논리 주소의 전체 범위를 고정된 페이지(page)라고 불리는 인접하는블록들로 분할 

      고정된 크기의 페이지 사용 

 - 가상 메모리의 블록들을 페이지라 하고 물리 메모리에 할당된 해당 블록은 프레임 

 - 페이지를 가리키는 논리주소에서 프레임을 가리키는 물리주소로 변환 

 - MMU는 논리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고 이를 캐시와 물리 메모리에 공급 

 - 데이터가 물리 메모리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페이지 부재(page fault)를 발생 

 - MMU는 페이지 표(page table)를 사용하여 어느 페이지가 어느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기록 

 * TLB: Translation Lookaside Buffer  

- 페이지 테이블 접근에 따른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ache memory 

- 가장 최근 사용된 페이지 테이블 항목을 유지한다 

- 주기억장치의 cache memory와 유사하게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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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 Demand Paging기법 

  

 

1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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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 Segmentation 기법 

- 가변의 크기인 세그먼트로 분할 

-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세그먼트(segment)로 나뉘어지고, 그 각각은  

    서브루틴이나 데이터 구조처럼 독립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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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 Paging + Segmentation 기법 

  - 페이지들로 세그먼트를 구축 
  - 논리 주소는 세그먼트 번호, 페이지 
     번호, 오프셋으로 구분 
  - 세그먼트 번호로 세그먼트 표를 
     참조하여 페이지 표 참조 
  - 페이지 표는 해당 프레임 번호 생성 
  - 프레임 번호와 오프셋과 연결되어 
    물리 메모리 주소 생성 
  - 외부 단편화 제거되지만, 내부 
     단편화가 생김 
  - 두 개의 테이블 참조하여 참조 지연 
    시간 증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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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 가상 메모리로 인한 성능저하 쓰레싱의 개요 
- 쓰레싱(Thrashing)의 개념 

• 가상 메모리 사용으로 인하여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가상메모리 Page가 부족
할 때 CPU가 사용자가 사용하는 Program에 자원을 할당하지 못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 프로세스가 실행에 보내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 
• Page Fault(요청한 페이지가 메모리 없는 경우)시에 페이지를 위한 프레임 할당, 페
이지교체로 인하여 시스템 성능이 저하됨 
• Page Fault가 유발시키는 Page Scan Rate 증가, Swapping Out으로 인한 Disk I/O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한 시스템 성능의 저하가 발생함 
 

-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인한 CPU의 사용율 감소 현상 
- 페이지 부재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CPU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디스크의 Paging만 지 
속적으로 발생 
- 시스템 전체의 작업 처리율이 수 천배 저하 
- 쓰레싱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역교환 알고리즘 
이나 우선순위 교환 알고리즘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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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 쓰레싱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Working-Set Model 
• 지역성(Locality): 자주 사용되고 참조되는 메모리 페이지들의 집합 
• 지역성 모델 :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에는 항상 특정한 지역에서만 메모리를 집중적으로 
참조 
 
• 작업 집합 – 프로그램의 지역의 근사값 
• 페이지 참조의 추적 

•가장 최근에 Δ 페이지 참조 조사 
• Δ가 너무 작으면 전체 작업 집합을 망라하지 못함 
• Δ가 너무 크면 여러 지역이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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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메모리 

 → 쓰레싱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PFF(Page Fault Frequency) 
• 페이지 부재빈도 

-Page Fault 빈도가 상한보다 높으면 새로운 
프레임을 증가 시킴 
  
- Page Fault 빈도가 하한보다 낮으면 기존 
프레임을 감소시킴  

• PFF의 실제 적용 사례(Clock 알고리즘, UNIX에서 주로 사용됨) 

- Front Hand를 담당하는 화살표가 사용하지 않는 Page에 해당하는 
모든 Reference bit를 0으로 만듦 
- 뒤따라서 Page를 체크하는 Back Hand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0인 페
이지를 대체 
-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Kernel에 정의된 lotsfree, detsfree, 
minfree 값에 따라 화살표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됨 
- 즉, 가용 가능한 Page가 적을수록 Page를 확보 하기 위해 Paging 
Out이 발생하게 되고, 디스크 의 I/O가 증가하면서, 디스크의 I/O가 
종료될 때 까지 CPU 사용률이 감소하는 Thrashing이 발생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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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세대 저장장치 

 
1. 비휘발성, 고성능의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개념 

   - 기계적 동작 없고, 순수 반도체로 이루어진 비휘발성 매체로 속도가 빠르고, 전력소모가 적음 

   - 부피가 적고,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 존재 

   - 초기에는 주로 재기록 가능한 펌웨어 및 임베디드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매체로 사용 

   - 최근에는 컴퓨터 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 이동전화기, 개인정보단말기(PDA), MP3 재생기,  

     이동 멀티미디어 재생기(PMP) 등의 다양한 개인용 멀티미디어 정보기기로 적용범위가 넓어짐 

   - H-HDD, SSD(Solid State Disk)의 고속, 고가의 플래쉬 메모리 Device등장 

 2. Flash 메모리 구조 (NOR, NAND의 논리적 구조) 

* NOR 플래시 메모리는 
  큰 Cell, 빠른 Read 
 
*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작은 Cell, 빠른 Erase 
 
* 좌측 논리적 구조에서 
  보여지듯이 Unit Cell 
  갯수가 NAND 플래시 메모리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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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세대 저장장치 

 
3.  NOR Flash Memory, NAND Flash Memory 특징비교 

비교항목 NOR(Not + OR) Flash Memory NAND(Not + AND) Flash Memory 

Page 크기  1B, 2B, 8B, 32B 512B, 2KB 

소거 블록 크기 8KB~128KB(다양) 16KB, 128KB 

NOP 제한 없음 1~4 

소거 횟수 100,000 100,000 

배드 블록 실행시간 배드 블록 초기 및 실행시간 배드 블록 

집적도 낮음 높음 

용량/가격 고가/저용량 저가/고용량(GB) 

주요응용 코드 저장 데이터 저장 

주요 생산 업체 Intel, AMD 삼성전자, 도시바, Hy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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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세대 저장장치 

 
  4. 고성능 메모리 저장장치 SSD 

    가. SSD (Solid State Disk)의 개요 

      - 다수의 NAND Flash 와 Controller의 결합으로 구성된 차세대 저장장치 

      -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군수용품 등에 사용되다가 최근 서버, 노트북에 적용 

      - Flash memory 기반과 DRAM 기반 SSD의 2가지 종류가 있음 

      - 인터페이스 변환을 위한 별도의 컨트롤러와 펌웨어(FTL, Flash Translation Layer) 필요 

      - 메모리 용량의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SSD의 적용분야가 확대됨 

    나. SSD의 특징 및 장점 

항목 내용 

I/O 성능 증대 - 초당 IOPS가 하드디스크의 10배 이상 

- 디스크의 회전과 헤드 움직임 없는 고속의 데이터 액세스 

- Bus Control Module을 이용한 Flash Memory Interleaving 

표준 인터페이스 사
용 

- ATA, IDE, SCSI, Fiber Channel 등 표준 인터페이스 지원 

- 추가 Driver 설치가 필요 없고, OS 독립적임 

고용량 저장장치 - 2bit 저장이 가능한 MLC(Multi Level Cell)을 이용한 저장 용량 증가 

저전력 및 내구성 - 3Watt 미만의 소비전력, 고도/충격/온도/습도에 무관한 지속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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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세대 저장장치 

 
5. Cache 성능 극대화 H-HDD 

 가. H-HDD (Hybrid-Hard Disk Drive)의 개요 

  - HDD 내에 비휘발성 (Non-Viloate) 메모리를 추가 장착 디스크 캐쉬로 사용하는 HDD    

 나. H-HDD의 특징 및 장점 

   1) 전력 소모의 감소 : Read Cache Miss Ratio 최소화로 스핀들 모터의 동작시간 감소 

   2) 빠른 부트 및 시스템 재개 :  부팅시 필수 파일을 NVC에 저장, 전원 인가 즉시 데이터 
액세스 

   3) 시스템의 응답성 향상 : 자주 이용되는 데이터를 NVC에 저장하여 읽기 응답성 향상 

   4) 내구성의 향상 : 시스템 정상 작동시에도 디스크 스핀들 정지, 데이터 처리 중에도 

 디스크 헤드는 파크되어 있어 충격에 강함  

- NV Cache를 DRAM Cache의 2차캐시 사용 

- 스핀들 모터 및 디스크 암의 동작시간을 

   최소화시켜 MTBF 향상 

- ATA Interface 표준에 H-HDD를 위한 추가 

  명령어 필요 

- HDD의 주소를 인식하기 위한 효율적인 

   Address Mapping 기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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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세대 저장장치 

 
6. Permanent Computing위한 SCRAM(1/2) 
 
가. SCRAM(Storage Class RAM)의 정의  
  - 고속의 바이트 단위 랜덤 접근 및 비휘발성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차세대 반도체  
    기반 메모리 
  - Flash Memory의 비휘발 속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RAM의 고속 Byte 단위의 Random Access가  
    가능한 저장 매체 
나. SCRAM의 특징 

구분 설명 비교 

안정성 비휘발성, 전력필요없음 SDRAM < SCM < Flash 

가격 1GB 당 1불이하전망 HDD 보다 3배저렴 

속도 Access time 200ns 이하 HDD 의 Access time 1msec 

소거연산 Flash 의소거연산불필요 쓰기속도향상 

소요전력 HDD 의 1/10 수준 Flash 수준 

-SDRAM, HDD, SSD의 복잡한 메모리 계층 단순화. 
- 부팅 성능향상, PC 및 IT기기 저가화 및 보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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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세대 저장장치 

 
6. Permanent Computing위한 SCRAM(2/2) 
  다. SCRAM의 유형 

 
유형 설명 특징 

PRAM 
Phase RAM 
무정형, 결정상태의저항변화운동 

직접도가높음(고용량화가능) 
속도저속 

FeRAM 
Ferro-Electrics RAM 
전하중심의분리되는잔류분극특성 

저전력, 중속도, 소용량 
내구성취약 

MRAM 
Magnetic RAM 
전극자화현상이용 

고내구성, 고속 
고가, 소용량 

PoRAM 
Polymer RAM 
폴리머가변정류특성을이용 

정보유지기간 1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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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장치 

1) 디스크의 구조 

 
- arm assembly : arm을 지지하는 축  

- Spindle : 플래터 중앙에 회전 전달 

          rpm으로 속도 측정, 액세스 타임과 관련 

- Arm : head가 고정되어 있는 장치 

- head :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읽어 들임 

- sector : 디스크에 정보가 저장되는 최소 단위 

- track : 연속된 sector의 공간 

- cylinder : 수직으로 연속되는 track의 집합 

- platter : 데이터가 저장되는 자기 디스크 

 

- 디스크상의 주소를 찾는 과정 

   디스크 번호 ⇒ 플래터 번호⇒트랙 번호 

   ⇒섹터 번호⇒지정된 주소 

 



KPC기술사회(http://cafe.naver.com/81th) 98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이동희 64 

4. 저장장치 

1) 디스크의 구조 

 
 → 디스크 접근 시간 및 입출력 과정 

  가. 디스크 접근 시간 

  - 임의의 위치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 

  - 디스크 접근 시간 = 탐색 시간 + 회전 지연시간 + 전송 시간 

    1) 탐색시간 (seek time) 

         - 현 위치에서 특정 실린더(트랙)으로의 디스크 헤드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2) 회전 지연 시간 (rotation delay time) 

         - 가고자 하는 섹터가 디스크 헤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3) 전송 시간 (transfer time) -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나. 디스크로부터의 데이터 입출력 과정 - 입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1) ~ 4) 의 단계를 반복 

 1) I/O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수행하던 프로세스는 중단, 제어가 사용자모드에서  

      커널모드로 전환됨 

 2) 디스크 장치 구동기는 첫번째 블록을 커널 버퍼에 읽어오도록 디스크 제어기에게  

     입출력을 요청 

 3) 디스크 제어기는 디스크에서 해당 블록을 읽어온 후 커널 버퍼로 전달 

 4) 디스크 장치 구동기는 커널 버퍼에서 디스크 읽기를 요청한 사용자 프로세스의  

     기억공간으로  데이터를 복사 



KPC기술사회(http://cafe.naver.com/81th) 98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이동희 65 

4. 저장장치 

2) 디스크 스케쥴링 

 
스케쥴링 설명 

선입 선처리 (FCFS: 
First Come First 
Service) 

-먼저 도착한 디스크 입출력 요청을 우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함 

-탐색 패턴의 최적화 및 요청 큐를 재배열 하지 않음. 

-입출력 요청이 많은 경우 평균 응답시간이 감소함 

최소 탐색시간 우선 
(SSTF: Shortest 
Seek Time First) 

- 최소 탐색시간을 갖는 입출력 요청을 우선적으로 서비스 

- 입출력 요청의 디스크 내 위치에 따라 응답시간 편차가 커짐 

- 안쪽과 바깥쪽 실린더에 대한 입출력 요청은 기아 상태가 될 수 있음 

SCAN 스케줄링 (엘
리베이터 알고리즘
을 이용) 

- 가장 바깥쪽 or 안쪽 실린더에 도달한 후 헤드의 탐색 방향을 변경 

- 헤드 진행 방향으로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입출력 요청을 우선적으로 서비스 함 

- 가장 일반적인 스케줄링 기법으로 응답시간의 편차가 적음 

C-SCAN (Circular 
SCAN) 

- SCAN 기법을 개선 입출력 요청에 대하여 균등한 대기 시간을 보장 

- 가장 안쪽이나 바깥쪽 실린더에 대한 차별 대우를 없앰 

- 헤드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 가장 짧은 탐색시간을 갖는 요청 우선 처리 

 C-Look (Circular 
Look)  

- C-Scan 기법의 변형으로 헤드 이동 방향의 마지막 입출력 요청을 처리한 후 디스크 헤
드를 처음 시작 위치로 이동하여 다음 입출력 요청 처리 

- C-SCAN은 입출력 요청 없어도 이동 방향으로 헤드가 마지막 실린더까지 이동하지만 
C-LOOK은 진행 방향 마지막 입출력 요청을 처리한 후 디스크 헤드를 초기 위치로 이동 

N-Step - SCAN 기법을 개선하여 헤드가 이동을 시작할 때 대기중인 입출력 요청만 처리하고 이
동 중에 도착한 입출력 요청들은 다음 번 헤드 이동에서 처리 

- SSTF / SCAN 기법보다 응답시간의 편차가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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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장치 

3) RAID(Redundant Array Inexpensive/Independent) 

- RAID의 정의 
• 데이터 보안, 고가용성, 성능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그룹으로 묶여있는 디스크 

종류 설명 개념 

RAID-0 -Striping 방식과 Concatenated 방식이 있음 
-최소 2개의 디스크가 필요함 
1) Striping 
-최초 전송되는 byte는 첫 번째 디스크에 저장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디스크에 장애 발생시 데이터 복구
가 불가함 

 2) Concatenated 
- 디스크에 데이터를 다 쓰고 다음 디스크 이용 

RAID-1 -최소 2개의 디스크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2개 이상의 
디스크에 동시에 저장됨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어 있어 디스크 한 개가 Fail이 되
어도 데이터 읽고 쓰는데 지장이 없음 
-디스크 오버헤드가 큼(즉 데이터 저장 비용이 2배 이상 
발생됨) 
- OS 디스크에 주로 많이 구성되고, 중요한 데이터인 
경우에 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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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장치 

3) RAID(Redundant Array Inexpensive/Independent) 

종류 설명 개념 

RAID-10 -최소 4개의 디스크가 필요하고, 고성능의 I/O와 
Data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공 
1)RAID 1+0 (미러된 디스크를 스트라이프로 재구성) 
2)RAID 0+1 (스트라이프된 디스크를 미러링으로 재

구성) 
-안정성은 RAID 1+0가 더 높음  
(EMC의 Recommend RAID Type) 

RAID-5 -분산 Parity (Parity를 데이터 디스크에 분산하여 저
장) 
- 최소 3개의 디스크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4개의 
디스크로 주로 구성함(용량 75% 사용 가능) 

 

RAID-6 -RAID 5와 달리 패리티 정보의 두 번째 세트가 어레
이에 있는 멤버 드라이브들에 저장.  

-두 개의 멤버 드라이브가 장애를 일으켜도 정상 동
작 

-최소 4개의 디스크가 필요 

- RAID2,3,4 방식도 존재하나 구조,성능 및 안정성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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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장치 

4) 스토리지 접속방식 

[SAN]-Storage Area Network 

• 스토리지, 서버 전용 네트워크망 구축 

• 이기종 화일시스템 혼용이 가능 

• 고비용, 전용 SAN스위치 도입 필요 

• 서버 및 스토리지의 확장에 대한 
병목현상 없음 

• 대용량 DB, DW, 멀티미디어 저장용 사용 

[NAS]-Network Attached Storage 

• 사용자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 

• 서버 + 스토리지가 통합된 구조 

• NFS, CIFS 기반의 파일 엑세스 

• 확장성에 대한 제약(용량, 기능) 

• 접속 서버 수에 따른 전송속도의 병목현상 
발생가능 

[DAS]-Direct Attached Storage 

• 전송속도 스토리지 장비성능에 의존, 

단독성능 

• 서버 내장형 또는 직결형 스토리지 

• 스토리지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 

• 분산된 자원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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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장치 

5)  DAS/NAS/SAN 

구분 DAS NAS SAN 

구성요소 
애프리케이션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버, 

전용파일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버, 

스토리지 

접속장치 없음 이더넷 스위치 파이버채널 스위치 

스토리지 공유 가능 가능 가능 

파일시스템 공유 불가능 가능 불가능 

파일시스템 관리 애플리케이션 서버 파일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접속속도결정요인 채널속도 LAN과 채널속도 채널속도 

특징 
소규모의 독립된 

구성에 적합 
파일 공유를 위한 가장 안정
적이고 신뢰성 높은 솔루션 

유연성/확장성/편의성이 
가장 뛰어남 

- DAS/NAS/SAN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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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장치 

6)  IP-SAN 

→  SAN 개념 

- 저장장치 및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주로 서버의 하단에 연결된다 하여 Back-end 

Network 

- SAN의 근간인 Fiber Channel은 기존 Ethernet과 달리 대용량,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접속매체는 광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Error율이 

기존 Ethernet에 비해 매우 적은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설계 

- Global Unified Namespace와 WAFS를 이용한 FAN (File Area Network) 

- infiniband와 Blade 서버를 이용한 PAN(Process Area Network) 도 있음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Fiber Channel Cable 및 
Interface 

-Sub-scribe Connector (SC) 
-Low-profile Connector (LC), GBIC 

HBA 

(Host Bus Adapter, FC Card) 

-Server의 Slot에 특정 Card를 장착 후 접속 (PCI, 
Sbus, cPCI, HSC) 

SAN Switch 

 (Fiber Switch) 

-Cable이 연결되는 Switch로 Host와 
Storage/Backup Library를 연결 
- Zoning을 통해 Point to Point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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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장치 

6)  IP-SAN 

가. IP-SAN의 개념 
    - IP Network을 이용한 SAN을 구축하는 개념 
    - IP 네트워크의 유연성/연결성 + SAN의 고성능/Block I/O 장점 도입 
 
 나. IP-SAN 을 사용하는 이유 

- 상호 접속성, 가격, 운용 기술의 성숙도 및 친숙성 
- 이더넷의 Native 성능 향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짐 (10 Gbps) 
- 빠른 설치 및 재배치, 마이그레이션의 신속성 
- LAN-WAN-LAN 접속에 의해 거리 연장이나 재해 대책이 용이하게 실현 가능 
- 데이터 센터 내부가 IP 네트워크로 일원화 
-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 등과의 호환성이 유지 
-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활용함으로써 FC환경 대비 월등한 경제성 



KPC기술사회(http://cafe.naver.com/81th) 98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이동희 72 

4. 저장장치 

6)  IP-SAN 

다. IP-SAN의 종류 

종류 설명 

iSCSI  

(Internet-
SCSI) 

 
 
 
 

 
-SCSI 명령을 IP 패킷으로 캡슐화하고 I/O 블럭 Data는 TCP/IP NW을 통해 전달 
-스토리지를 고유 iSCSI로 가정, 광채널 장비 혹은 FC Protocol과 통신하지 않음 

FCIP 

(FC over IP) 

 

 

 

 

 

-광역의 FC SAN을 구축하기 위해 TCP/IP 내에 FC 프레임을 캡술화 하는 기능 

iFCP 

(Internet-
FCP) 

 
 
 
 
 
 
-FC 스토리지 장비를 직접 IP N/W에 확장(Translation) 
-광채널 라우팅 프로토콜에 독립적 
-한 지역에 손상이 발생해도 다른 지역에는 피해 없음 
-인프라 변경없이 구축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높은 상호 접속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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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장치 

 6)  IP-SAN 

 

- 10Gbit Ehternet 상에서 동작하는 FC의 확장 규격(FC 프레임의 캡슐화) 
- 통신하기 위해 TCP/IP나 iSCSI 등이 필요없고 FC와 Ethernet이 직접 통신 
- IP layer에서 라우팅되지 않고 라우팅되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동작하지 않는다. 

라. FCoE(Fiber Channel over Ethernet) 

* IB: Infiniband (HCA, TCA등을 이용하여 PAN 구성) 
* SRP : SCSI RDMA Protocol (RDMA는 Remote Direct Memory Access) 
* iSER : iSCSI Extensions for R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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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버스, I/O 제어기 

 1) 시스템 버스 

가. 시스템 버스의 분류 
• 데이터 버스(Data bus) 

- 시스템 요소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들의 집합 
- 연결된 장치간에 양방향 전송의 특징 

 
•주소 버스(Address bus) 

-기억장치 장소를 지정하는 주소를 전송하기 위한 선들의 집합 
-CPU에서 기억장치 및 입출력 제어기로의 단방향 전송만이 존재 
-주소 버스의 비트 수는 기억장치의 주소 수를 결정 
-주소 버스의 폭이 16-비트 

주소지정 가능한 최대 기억장소들의 수 = 216 = 65,536 개 
 
•제어버스(Control bus) 

-프로세서와 기억장치와 관련된 제어신호 
기억장치 쓰기(memory write) 신호/기억장치 읽기(memory read) 신호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와 관련된 신호 
입출력 쓰기(I/O write) 신호 / 입출력 읽기(I/O read) 신호  
전송 확인(transfer acknowledge) 신호  

-버스 중재에서 사용되는 제어 신호 
버스 요구(bus request) 신호/ 버스 승인(bus grant) 신호/버스 사용 중(bus busy) 신호 

-인터럽트 버스에서 사용되는 제어 신호 
인터럽트 요구(interrupt request) 신호 / 인터럽트 확인(interrupt acknowledge)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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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버스, I/O 제어기 

 1) 시스템 버스 

나. 시스템 버스의 기본동작 
- 쓰기 동작(write operation) 과정 

버스 사용권을 획득, 주소와 데이터 및 쓰기 신호를 전송 
- 읽기 동작(read operation)의 과정 

버스 사용권을 획득,  주소와 읽기 신호를 보내고 데이터가 전송되어 올 때
까지 대기 

 

다. 버스의 동작 타이밍에 따른 분류(데이터 전송방식) 
 

분류 설명 

동기식 버스 

(synchronous bus) 

-모든 버스 동작들이 공통의 버스 클럭을 기준으로 발생 
-인터페이스 회로가 간단 
-버스 클럭 주기가 가장 긴 버스 동작의 소요 시간을 기준
으로 결정 

비동기식 버스
(asynchronous bus) 

- 버스 동작들의 발생 시간이 관련된 다른 버스 동작의 발
생 여부에 따라 결정 
- 각 버스 동작이 완료 즉시 연관된 다음 동작이 발생 
- 동기식 버스에서와 같이 낭비되는 시간이 없음 
- 연속적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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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버스, I/O 제어기 

 2) I/O 제어기(Controller) 

가. I/O 장치가 시스템 버스에 직접 접속되지 못하는 이유 

- I/O 장치들은 종류에 따라 제어 방법이 서로 다르며, 그러한 제어 회로들을 CPU    

내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PU가 그들을 직접 제어할 수

가 없음 

- I/O 장치들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CPU의 데이터 처리 속도에 비하여 훨씬 더 

느리다. 따라서 고속의 시스템 버스와 I/O 장치들 사이에 직접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 

- I/O 장치들과 CPU가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음 

              인터페이스 장치인 I/O 제어기(I/O controller)를 사용 

 

나. I/O 제어기의 주요 기능 
 - I/O 장치의 제어와 타이밍 조정 
 - CPU와의 통신 담당 
 - I/O 장치와의 통신 담당 
 - 데이터 버퍼링(data buffering) 기능 수행 
 - 오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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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버스, I/O 제어기 

 2) I/O 제어기(Controller) 

다. CPU와 I/O 제어기의 연계에 따른 분류  

분류 설명 

Programmed I/O -반복적으로 I/O장치의 상태를 검사하여 I/O동작을 처리 

-CPU는 쓰거나 읽기 위해 계속 일정 간격으로 사용가능 여부 검사 

-간단하고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지만 CPU가 I/O동작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함. 

Interrupt-driven I/O -CPU의 반복적인 체크를 하지 않고, I/O장치가 사용가능 시 CPU에 
알림 

-프로그램된 I/O의 단점해결, I/O장치가 진행되는 동안 CPU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음. 

라. I/O 장치의 주소지정 방법 

분류 설명 

Memory mapped 
I/O(기억장치 사상) 

-I/O제어기 주소를 기억장치와 동일하게 취급 

-전체주소 공간의 일부분 차지함(기억장치 위한 주소공간 감소) 

-기억장치와 I/O 장치 접근에 동일한 명령어 사용가능(LOAD,STOR) 

Isolated I/O(분리형) 

=IO mapped I/O 

-I/O장치들의 주소공간이 기억장치와 별개임, I/O장치를 엑세스하기 
위해서 별도의 명령어(I/O 명령어) 사용(IN, OUT) 

-엑세스 동작이 기억장치에 대한 것인지, I/O장치를 위한 것인지 구
별하기 위해 I/O read , I/O write 신호 발생되어야 함.(CPU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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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버스, I/O 제어기 

 2) I/O 제어기(Controller) 

마. Interrupt-driven I/O (인터럽트-구동 I/O) 

  동작 순서 
•CPU가 I/O 제어기에게 명령을 전송하고, CPU는 다른 작업을 수행 
•제어기는 I/O 장치를 제어하여 I/O 명령을 수행 
•I/O 명령 수행이 완료되면, 제어기는 CPU로 인터럽트 신호를 전송 
•CPU는 인터럽트 신호를 받는 즉시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복귀하여 수행을 계속 

 구현방법 

 
구현방법 내용 

다중-인터럽트
(multiple 
interrupt)  

방식 

 

 

 

 

 

 

 

 

 

-각 I/O 제어기와 CPU 사이에 별도의 인터럽트 요구(INTR) 선과 인터럽트 확인(INTA) 선을 접속
하는 방법 

-CPU가 쉽게 인터럽트 요청 장치 검색, 하드웨어 복잡, I/O장치 수가 CPU요구 입력 핀 수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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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버스, I/O 제어기 

 2) I/O 제어기(Controller) 

 구현방법(계속) 

구현방법 내용 

데이지-체인
(daisy-
chain) 방식 

 

 

 

 

 

 

 

-모든 I/O제어기 한 개의 INTR 선을 공유, CPU로 부터 발생되는 INTA선은 I/O제어기 사이 체인연결 

-하드웨어가 간단,우선순위가 낮은 장치들이 매우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starvation) 

소프트웨어 
폴링
(software 
polling) 방
식 

 

 

 

 

 

 

 

-CPU가 모든 I/O 제어기들에 접속된 TEST I/O 선을 이용하여 인터럽트를 요구한 장치를 검사하는 
방식 

-우선순위의 변경이 용이, 하드웨어 간단하지만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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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버스, I/O 제어기 

 3) DMA(Direct Memory Access) 

- CPU 무 개입(요청 시와 완료 시에만 개입), I/O 작업은 I/O와 메모리 간 직접 Data를 송수신하는 메커니즘  

DMA Controller구조 DMA 동작순서 

 

유형 종류 설명 

전송방식 

Burst Transfer 

(Burst Address Mode) 

- 한 번 DMA 동작 시 Block 단위 전송, 지속적 전송, 고속 입출력 
 완료 시 까지 CPU는 버스를 사용할 수 없음 (대용량 일괄처리 적합)  

Cycle Stealing 

(Single Address Mode) 

- DMA Controller가 CPU에 중지 요청, 한 Cycle 동안 만 CPU 일시 중지 
- 한 동작에 하나의 Word를 전송 (대화형 시스템에 적합) 

Interleaved DMA  - CPU가 버스를 미 사용할 때만 DMA가 버스를 사용  

연결방식 

단일 버스 분리 방식 - CPU, RAM, I/O가 단일 버스에 연결(한 번의 DMA 작업에 버스 2번 사용) 

단일 버스 통합 방식 - 여러 I/O가 DMAC에 연결, CPU, RAM이 하나의 버스사용 (버스 1번 사용) 

입출력 버스 방식 - 시스템 버스와 입출력 버스를 분리, 다양한 속도의 I/O 처리, DMAC가 복잡(버퍼 필요) 

※ 독립적인 I/O 전담 처리, I/O Channel (I/O Processor, IOP) 
 - DMA의 한계점 : I/O 장치의 종류/속도 다양하고 제어방법도 복잡한데 간단한 구조 가진 DMA 제어기로는 한계 
    : 블록을 임시 저장할 때 버퍼, 즉 내부 기억장치 필요 
-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DMA제어기를 확장시킨 I/O 프로세서(I/O Processor, IOP)를 사용 
- 구성요소 : I/O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 데이터블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지역 기억장치, 시스템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및 버스
마스터 회로, I/O버스 중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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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I/O 전담 처리, I/O Channel (I/O Processor, IOP) 
  : DMA의 한계점 
    I/O 장치의 종류/속도 다양하고 제어방법도 복잡한데 간단한 구조 가진 DMA 제어기로는 한계 
    블록을 임시 저장할 때 버퍼, 즉 내부 기억장치 필요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DMA제어기를 확장시킨 I/O 프로세서(I/O Processor, IOP)를 사용 
 

- CCW(Channel Command Word) : 입출력 채널 명령어  
- 채널 프로그램 : CCW의 집합, 체인으로 구성됨  
- I/O Channel의 유형  

: I/O에 대한 완전한 제어권 실행을 위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Selector Channel  
 하나의 I/O 장치를 선택하여 블록 단위로 전송  
 I/O 당 전용 채널을 제공(1:1 전담 제어), HDD/자기테이프 등에 적합  
   > Multiplexor Channel  
 동시에 여러 장치 입출력, 스위치 장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연결  
 바이트 멀티플렉서(저속 장치), 블록 멀티플렉서(고속 장치)로 다중화 이용 가능  

5. 시스템버스, I/O 제어기 

 4) I/O 프로세서(I/O Processor, IOP)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umqHfOOg5U86-M&tbnid=0uAEIe8ODXE1vM:&ved=0CAUQjRw&url=http://mk28.tistory.com/entry/%EC%BB%B4%EC%8B%9C6-%EC%9E%85%EC%B6%9C%EB%A0%A5%EB%B0%A9%EC%8B%9D&ei=VIeDUuyHKIePiAfPk4DgBA&bvm=bv.56343320,d.aGc&psig=AFQjCNGrYJ1nw7gr1CQvpUsoJtdlqDsaDQ&ust=13844379280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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