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바에서 쓰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다(또한, 대부분에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플랫폼에 독립적이지도 않다) . 쓰레드는 자바로 프로그

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는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멀티 쓰레드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 쓰

레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도 까다로운 일이다. 세상일은 그리 쉽지만은 아닌 법. 쓰레

드를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쓰레드를 쓰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말자. 이 책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테니 말이

다. 이 책에서 필자는 실제 상황에서 자바로 쓰레드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쓰레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다루겠다.

이 책의 앞 부분에서는 각 운영체제 환경에서의 쓰레드와 연관된 문제들을 다루고 멀티 쓰레드 환

경에서 전통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교착상태와 같은 쓰레드 프로그래밍의 진수들을 다룬다.

책의 중간 부분에서는 세마포어나 Timer와 같은 쓰레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여러가지 클래스들

을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마치고 나면, 왜 자바의 쓰레드 아키텍쳐가 이상적이지

않은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이상적인 아키텍

쳐에 대한 해결책들도 알아보겠다. 생기게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볼 것이다.

8장과 9장에서는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의 쓰레드 프로그래밍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여기에서는 쓰

레드 사용에 의해 야기되는 몇몇 상황에 대해 앞에서 해결한 방식 즉, 단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

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책에서 언급한 다양한 쓰레드 프로그래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

언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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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쓰레드 프로그래밍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쓰레드 관리

툴킷과 아키텍쳐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자바의 쓰레드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온라인 잡지인 자바월드(ht tp :/ / www.j avaworld.com)의 자바 툴킷이라는 컬럼에 연재

했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코드들은 이 컬럼에 제시했던 코드들을 완전히

다시 쓴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많은 기능들을 추가했으므로 원래 컬럼에 제시했던 코드들의 두 번

째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이 책은 바보들을 위한 . . . 시리즈와 같은 종류의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중급에서 고급 자바 프로

그래머들을 위한 책이다. 즉,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전문가적인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필자는 여러분이 기

본적인 자바 책들을 이미 보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익명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를 포함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Thread와 Runnable을 사용해서 쓰레드를 생성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synchronized, wait () , not ify ()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사람.

Thread 클래스의 메소드들에 친숙한 사람

AWT와 스윙의 리스너 이벤트 모델을 이해하는 사람

앞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고 자바 기초책을 먼저 읽어봐

야 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C+ +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David F lan agan의 J ava in a

Nut shell 이라는 책에서 자바와 C+ +의 다른 점을 매우 요약적인 형식으로 정리해 놓았으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C+ +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Perter van

der Linden의 J ust J ava 2 , 4th Edit ion 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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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의 사용에 관해

이 책에서 사용된 소스는 ht t p :/ / www.holub .com에서 구할 수 있다. 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버전은 항상 최신의 것이며 여러 버그들을 수정한 상태의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에서 사용

된 소스 중에 버그를 발견했다면 bugs @holub .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기 바란다.

이 책에서 사용된 코드들은 공개용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대화상자에

다음과 같은 공지를 해준다면, 프로그램에 이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만약 프로그램에 소개 대

화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에 다음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

This program includes code from Allen Holub ' s book Taming J ava Threads .

ⓒ 2000 Allen I . Holub . All right s reserved.

ht t p :/ / www.holub .com

필자는 코드의 변종판들이 여러 군데에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로 이 책의

소스 코드를 배포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의 원래 시리즈인 자바월드의 기사를 읽었다면, 이 책에서 사용된 코드와 원

래의 기사에서 사용된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코드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

길 수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히 현재 버전의 코드가 예전 버전의 코드보다는 낫

다. 따라서, 현재의 코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마 좀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

는 지금부터 나는 현재 구현된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을 생각이다. 물론,

메소드를 여기저기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메소드의 형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현재 존재하는 메소드를 삭제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코드들이 바뀌더라도 여러분의 프

로그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바에서 쓰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며 플랫폼에 독립적이지도 않다. 자바에서는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프로그램일지라도 GUI를 사용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멀티 쓰레드로 작동할 정도로, 여러분은 쓰레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

다. 이 장에서는 여러가지 쓰레드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공부해보고 이러한 아키텍쳐들이 자바에서

쓰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나

면 왜 쓰레드 프로그래밍이 쉽지 않은지, 왜 자바의 쓰레드가 플랫폼에 독립적이지 않은지를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자바 책에서는 잘 다뤄놓지 않은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해야만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 있

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주기 바란다.

쓰레드의 문제점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레드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모른 척하고 바로 묻어 버리는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럭저럭 넘어가서는 안된다(최악의 경우 광분한 직장 상사의 철퇴에 맞

아 비명횡사 할지도 모른다) . 실제 제품으로 판매될 만한 코드를 짜내려면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불행하게도 자바에서의 쓰레드에 관련된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놓은 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책들에서 제시된 예제들조차도 멀

티 쓰레드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사실 멀티 쓰레딩은 자바 코드 전반을 혼돈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시

점에 정확히 어떠한 객체나 어떠한 메소드가 사용되는지 절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멀티 쓰레딩 환경을 위해 코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모든 생각을 쓰레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비록 여러분이 차후에 코드를 멀티 쓰레드 환경에

쓰레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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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쓰

레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여러분의 모든 코드가 쓰레드에 안전하길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쓰레드에 안전한 코드

는 때에 따라서, 성능에 지극히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코드를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항상 쓰레드를 생각해야 한다. 비록 구현상에서는 쓰레

드 안전성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실제 사용되는모든자바프로그램은멀티쓰레드를 사용한다.

콘솔 기반의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쓰레

드를 하나 이상 사용한다. 이것은 자바의 추상 윈도우 툴킷(AWT)에 의해 쓰레드가 자동으로 만

들어지기 때문이다(참고로 이 책에서 필자는 자바 1.1의 AWT 라이브러리 +스윙을 AWT라 칭하

겠다) . 프로그램의 첫번째 윈도우가 화면 상에 나타날 때 AWT에서는 특수한 쓰레드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쓰레드를 사용해서 운영체제의 이벤트를 처리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부분의 프로그램

은 최소한 두 개의 쓰레드 하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즉, main ()이 실행되는 메인 쓰레드와, 운

영체제로부터 들어오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등록된 리스너에 해당 이벤트에 대해 통지를 해주는

AWT 쓰레드가 기본적으로 생성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만든 리스너

들의 메소드가 리스너가 생성된 쓰레드( 메인 쓰레드)가 아닌 AWT 쓰레드 상에서 실행된

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키텍쳐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리스너가 비록

AWT 쓰레드 상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리스너 객체들은 외부 클래스 객체에 접근

할 수 있는 내부 클래스 객체라는 점이다( 여러분이 AWT 프로그래밍 할 때를 생각해보

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UI를 담당하는 클래스에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여

이벤트를 처리할 것이다) . 즉, 리스너 객체들은 메인 쓰레드 상에서 생성되고 접근될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리스너 객체의 메소드는 AWT 쓰레드에서 실행되기는 하지만 메인 쓰레드 상에서 처리

중인 객체(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두 쓰레드가 동일한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경쟁상태(race condit ion)

가 생길 수 있다. 두 쓰레드가 동시에 객체에 접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synchronized

키워드를 사용해서 공유되는 객체에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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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안좋은 사실은 AWT 쓰레드가 리스너들을 처리할 뿐 아니라 운영체제로부터의 이벤트들

도 처리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만약 여러분이 작성한 리스너 객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 같은 운영체제 수준의 이벤트들도 처리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영체제 수준의 이벤트들은 처리될 때까지 운영체제 수준에서 큐잉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리스너의 메소드가 반환할 때까지 운영체제 이벤트들은 처리되지 못하고 기다려야

만 한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멈춘 것과 같이 보이게 된다. AWT 쓰레

드의 관점에서는 리스너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

자의 입장에서는 취소 버튼 같은 것을 클릭해도 별 반응이 없다면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다(리스

너의 메소드가 실행을 마칠 때까지 마우스 클릭은 무시된다) . [리스트 1.1]은 반응이 없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한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Sleep 과 Hello 라는 두 개

의 버튼을 담고 있는 프레임을 생성한다. Sleep 버튼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현재 쓰레드를 5초

동안 휴면상태로 만든다(여기서 현재 쓰레드는 스윙의 이벤트 핸들러 쓰레드이다) . Hello 버튼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단순히 화면상에 Hello World 라는 문구를 출력해준다. 직접 실행해보면 알겠

지만 Sleep 버튼이 눌리고 5초가 지날 때까지는 Hello 버튼을 누르더라도 별 반응이 없다. 만

약 Hello 버튼을 다섯 번 눌렀다면 쓰레드가 휴면 상태에서 깨어난 다음에서야 화면에 Hello

World 라는 문구가 다섯 번 나타난다. 즉,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는 스윙 쓰레드가 휴면상태에 있

는 순간에 큐잉되며 스윙 쓰레드가 휴면상태에서 깨어난 이후에야 처리되는 것이다.

.

리스트 1.1 /text/books/threads/ch1/Hang.java

01: impor t javax.swing.*;
02: impor t java.awt .*;
03: impor t java.awt .event .*;
04:
05: class Hang extends JFrame
06: {
07: publ i c Hang()
08: { JBut ton b1 = newJBut ton( "Sleep" );
09: JBut ton b2 = newJBut ton( "Hel lo" ) ;
10:
11: b1.addAct ionListener
12: ( newAct ionListener ()
13: { publ i c void act ionPerformed( Act ionEvent event )
14: { t ry
15: { Thread.cur rentThread() .s leep(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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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 cat ch(Except ion e){}
18: }
19: }
20: );
21:
22: b2.addAct ionListener
23: ( newAct ionListener ()
24: { publ i c void act ionPerformed( Act ionEvent event )

25: { System.out .pr int ln("Hel lo wor ld") ;
26: }
27: }
28: );
29:
30: get ContentPane() .set Layout ( new FlowLayout () );
31: get ContentPane() .add( b1 );
32: get ContentPane() .add( b2 );
33: pack();
34: show();
35: }
36:
37: publ i c st at i c void main( St r ing[] args )
38: { newHang();
39: }
40: }

많은 책에서는 자바에서의 GUI 제작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에서 동

기화와 같은 문제들은 무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책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예제가 하나의 쓰레드

에서도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런 책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드의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리스너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너들이 하나의 쓰레드(AWT 쓰레드)에서 차례차

례 수행된다. 하지만 리스너에서 하는 일들은 매우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 UI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하나의 쓰레드만을 사용하는 방법(모든 작업을 AWT 쓰

레드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정말 제대로 된 사

용자 인터페이스라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만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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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작업이 얼마만큼이나 진행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

다. 단순히 윈도우만 띄워서 지금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접근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다. 여러분은 사용자에게 얼마만큼의 일이 진척되었는지를 꼭 알려줘야만 한다

( 몇 %만큼 진행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진행 상태를 화면상에 나타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시스템의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윈도우 전체를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갱신

할 수 있어야 한다.

진행중인 작업을 중간에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진행중일 때에는 윈도우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특성들 중에서 앞의 세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반응이 없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좋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리스너 메소드

들이 실행 중일 때 마우스 클릭을 무시하거나, 키보드 입력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리스너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

복하기 위한 유일한( !) 방법은 쓰레드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

업은 백그라운드 쓰레드에서 작동해야만 한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는 보통 한 시점에 두 개 이상의 쓰레드가 작동을 하고 있다.

자바의쓰레드에 대한 지원은플랫폼에 독립적이지 않다.

불행하게도 자바에서의 쓰레드는 디자인 상에서 많이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독립적

이지 못하다. 이는 플랫폼에 독립적인 멀티 쓰레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여러분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이것이 다소 헛된 망상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 자바의 멀티 쓰레드 시스템이 플랫폼에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자바의 잘못만은 아니다. 정말

로 플랫폼에 독립적인 쓰레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Doug Schmidt의 ACE 프레임워크는 복잡하기는 해도 좋은 시도이다. 이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나용을 알고자 한다면 ht tp :/ / www.cs .wust l .edu/ ~ schmidt/ ACE .html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바로 작성된 ACE 프레임워크로 J ACE라는 것이 있다. 관심있는 독자는 ht 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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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cs .wust l .edu/ ~ schmidt/ J ACE .html을 참고하기 바란다) . 따라서, 다음 장부터 알아볼

프로그래밍 상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앞서 왜 쓰레드가 플랫폼에 독립적이기 어려운지 자바가

상머신이 작동하는 여러 플랫폼을 소개함으로써 알아보도록 하겠다.

쓰레드와 프로세스

운영체제 수준의 개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드는 프로세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

이다. 쓰레드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쓰레드란 운영체제 시스템의 깊은 곳에 있는 데이터 구조

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쓰레드의 정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프로세스를 위한 데이터 구조에는 메모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광역 주소 공간, 파일

핸들 테이블 등등) . 여러분이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디

스크로 옮긴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시스템 코어 메모리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세스

데이터 구조 전체가 디스크로 저장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세스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메모리도

생각해야만 한다.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왜냐하

면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메모리가 옮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컨텍스트 스왑(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도 불린다)에 걸리

는 시간은 심할 경우 몇 초가 될 수도 있다. 덜 엄격한 관점에서 봤을 때 자바에서 가상머신은 프

로세스와 같은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모든 힙 메모리(new 키워드를 통해서 할당되는 메모리)의

데이터는 프로세스에 속해있는 부분이지 쓰레드에 속해있는 부분은 아니다.

쓰레드는 자바가상머신에 의해서 수행되는 바이트 코드 인스트럭션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쓰레드는 자바에서의 쓰레드이다. 일반적인 쓰레드의 경우라면,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네이티브 인스트럭션의 순서라고 생각해야 한다. 계속되는 내용에서도 필자

는 자바에서의 쓰레드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쓰레드와 관련해서는 객체의 개념도 없고 메소

드의 개념도 없다. 단지 일련의 인스트럭션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각 쓰레드의 순서는 서로 중첩

될 수 있다. 즉, 동시에 여러 개의 쓰레드가 수행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쓰레드를 생각

할 때에는 메소드를 생각하지 말고 단지 실행순서만을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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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드의 데이터 구조는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인스트럭션들에 대한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 쓰레드

에는 현재 컴퓨터의 레지스터 내용과 현재 실행되는 인스트럭션의 위치, 메소드에 의해 사용되는

런타임 스택(지역 변수와 인자들을 담고 있다)이 저장된다. 운영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실행

중인 쓰레드를 바꾸는데 있어서 단순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일련의 레지스터 값들을 쓰레드의 지

역 스택(쓰레드 데이터 구조 안에 존재한다)에 집어넣고 이 쓰레드 데이터 구조를 리스트의 어딘

가에 집어넣는다. 다음 순서는, 이번에 작동시켜야 할 쓰레드의 데이터 구조를 리스트로부터 꺼내

어 쓰레드의 지역 스택 값들을 일련의 레지스터에 써 넣는다. 이런 단순한 과정만을 거치므로 쓰

레드 간에 교체를 하는 작업은 매우 효율적이며 고작해야 수 밀리초가 걸리는 작업이다. 자바에서

의 쓰레드는 실제상으로 가상머신 내부의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 변수와 인자값들이 저장되는 런타임 스택은 쓰레드 데이터 구조의 한 부분이다. 여러 쓰레드

가 자신만의 런타임 스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와 인자값들은 항상 쓰레드에 안전하게 된

다. 즉, 어떤 쓰레드에서 다른 쓰레드의 데이터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는 것이

다. 이런 까닭에 어떠한 힙 메모리의 데이터(정적 필드를 포함한 객체의 모든 필드)에도 접근하지

않는 메소드는 동기화를 해주지 않아도 쓰레드에 안전하게 작동하게 된다.

쓰레드 안전성과 동기화

쓰레드에 안전하다는 것은 메소드가 멀티 쓰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때 하나의 쓰레드는 프로세스 수준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를 여러 다른 쓰레드들과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메소드 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모두 그 메소드

내에서만 존재하는 데이터라면 두말할 것 없이 쓰레드에 안전하다( 이는 다른 쓰레드와 공

유하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설명한 런

타임 스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래도 이해가가지 않는다면 자바가상머신 내부에

서 메소드 스택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따로 공부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

한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쓰레드 안전성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쓰레드 안전성의 핵심에는 동기화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동기화란, 여러 개의 쓰레드가 동시

에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매커니즘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동기화를 생

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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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실행을 시작하여 동시에 작동해야 하거나

같은 객체에 접근할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하지 않아야 하거나

같은 코드에 접근할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하는 않아야 하는 경우

필자는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장들을 통해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은 동기화라는 것이 세마포어(semaphore)라는 객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세마포어는 두 개의 쓰레드가 그들의 작동들을 동기화하기 위해 서로간의 통신에 사용하는

객체이다. 영어 단어 상에서의 세마포어는 수기(手旗)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카웃 출신이라면 세마포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폴레옹

은 먼 거리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풍차의 날개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자바에서 쓰

레드는 세마포어를 사용해서 다른 쓰레드와 통신을 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에서 세마포어라는 단어가

Dijk st ra의 카운팅 세마포어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일반

적인 의미의 세마포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동기화 객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바에 synchronized라는 키워드가 없었다면 자바에서 세마포어를 구현할 수 없었을 것이

다. 하지만 synchronized 키워드만 가지고는 급속도로 커지는 우리의 엄청난 욕구들을 모두 만족

시켜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오해는 말자. 필자는 플랫폼 독립성을 아예 포기하고 J NI (J 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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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 ive Interface)를 사용해서 OS에 특정한 동기화 객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동기화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은 자바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을 사용해서 하나

씩 직접 만들어 나가겠다. 이어지는 장부터 다룰 여러 가지 동기화 비법들에 대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동기화는 비효율적이다.

직접 synchronized 키워드를 쓰던지, 아니면 따로 만든 세마포어를 사용하던지 간에 동기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바로 오버헤드이다. [리스트 1.2]에 제시된 코드를 보자. 여기에서는 동기

화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리스트 1.2]의 13번째 줄에 있는 test (. . .) 메

소드는 두 개의 메소드를 1,000 ,000번만큼 호출한다. 이 두 메소드 중 하나는 동기화가 되어 있

으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실행 결과는 매 번 달라질 수 있으나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

식이 될 것이다(200MHz P5, NT4/ SP3, J DK 1.2 .1 Hot Spot 1.0fcs , build E) .

%java -verbose:gc Synch
Pass 0: Time lost : 234ms. 121.39%increase
Pass 1: Time lost : 139ms. 149.29%increase
Pass 2: Time lost : 156ms. 155.52%increase
Pass 3: Time lost : 157ms. 155.87%increase
Pass 4: Time lost : 157ms. 155.87%increase
Pass 5: Time lost : 155ms. 154.96%increase
Pass 6: Time lost : 156ms. 155.52%increase
Pass 7: Time lost : 3,891ms. 1, 484.7%increase
Pass 8: Time lost : 4, 407ms. 1,668.33%increase

test () 메소드가 핫스팟 자바가상머신에서 완전하게 최적화 되기까지는 몇 번의 호출이 있어야 한

다. 이것이 바로 Pass 0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이다. 모든 경우에서, 동기화하지 않은 메

소드에 대한 호출이 동기화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렸다. 아래쪽

(Pass 6) 결과를 보면 동기화 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절반 정도의 시

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배만큼 느리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지나칠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Pass 7과 Pass 8의 결과

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뒤쪽의 결과는 앞쪽의 결과와는 현격

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의 결과가 하나의 쓰레드가 있을 때에 호출된 결과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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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마지막쪽의 두 Pass는 두 개의 쓰레드가 동일한 동기화된 메소드를 동시에 호출하려 하

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게 되며 보는 바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 메

소드 간의 차이는 기존의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앞의 결과는 동기화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서 150배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쓸데없이 동

기화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이었다.

여담

비록 여담이지만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핫스팟 자바가상머신은 일반적으로 여

러 쓰레드가 락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 동기화를 위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

하여 사용한다. 만약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면 어셈블리 언어의 at omic-bit- test - and- set

인스트럭션이 사용된다( 동기화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셈블리 언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즉, 하드웨어 상으로 동기화를 위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동기화를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이 인스트럭션은, 인스트럭션 실행 도중에 다른 인스

트럭션이 끼어들 수 없는 원자적인 성격의 인스트럭션이다. 이 인스트럭션에서는 미리 정해진 비

트가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 테스트의 결과에 의해 몇개의 플래그를 설정한다. 만약 비트

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0)였다면, 설정된 상태(1)로 바꾸어 준다. 이 인스트럭션은 세마포어

의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쓰레드가 동시에 비트를 설정하려 든다면 둘

중 하나만이 실제로 비트를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각 쓰레드는 자신이 비트를

설정했는지 체크해본다.

만약 비트가 설정되면(경쟁상태라는 가정에서) , 자바가상머신은 운영체제 내부로 들어가서(보통

시스템 호출[Syst em call]이라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가 설정되지 않을 때까지 대기하게 된

다. 운영체제에서 각 프로세스 사이를 넘나드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NT에서는 운

영체제 커널로 들어가는 데에만 600 머신 사이클이 걸린다. 더 나쁜 것은, 이 머신 사이클이 커널

내부에 들어가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사이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하게 커널로 들어가는 데에

만 걸리는 시간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Pass 7과 Pass8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에 받은 이메일 중에 Sun 연구실의 Alexan der Garthwaite에게서

받은 메일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 소개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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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된 블록은 동기화된 메소드와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르다. 동기화된 블록의 경우에는

생성된 바이트 코드에서 엄밀히 감싸질 필요는 없다( 자바가상머신 명세서를 본 사

람이라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화된 블록과 동기화된 메소드는 바이트

코드 자체가다르게 생성된다. 비록 의미상으로 비슷한역할을 할 수있지만, 동기화된블록의 경

우에는 monitorenter와 monitorexit라는 바이트 코드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구현되고 동기화

된 메소드의 경우에는 상수 풀의 ACC_SYNCHRONIZED 플래그를 사용해서 구현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바가상머신 명세서의 동기화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 이로 인하여 동기화 된 블록이

아주조금이지만시간이 더걸린다(특히락을놓는 [release]작업에서) .

락을 처리하는 구현방법에 따라 모니터를 캐싱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락이 걸리는 객체

의 개수와 순서가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락킹 시스템에

서는 몇 가지 이유에 의해 상황에 따라 크기가 커질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는 데 이

러한 이유로 인해 락이 걸린 객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

리게 된다.

락을 처리할 때 구현상 경량 락(thin- lock )/ 중량 락(fat- lock ) 전략을 종종 사용한다. 경량

락에서는, 단순한 동기화만이 지원되며 보통 락의 깊이가 제한된다(16 ~ 64정도로) .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는 경우 락은 팽창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락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거나,

wait나 not ify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락은 팽창하게 된다. 당연히 이런 락의 팽창에는 시간

이 걸리게 된다. 만약 락 수축이 지원된다면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

객체 헤더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락에 대한 상태와 함께 다른 정보들이 같

은 워드 안에 저장된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h ashCode () 메소드를 들 수 있다. 이는 락이

걸린 객체의 해시 코드를 얻어오는 것이 좀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락을 위한 데이터 구조의 크기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 한 가지 더 언급하겠다.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면 락 과정이 좀더 효율적으

로 될 것이라는 점이다. 추론의 결과에 따르면, 동기화된 블록을 최대한 작게 유지하여 대부분의

시간에서 락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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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1.2 /text/books/threads/ch1/Synch.java

01: import java.ut i l .*;
02: import java. t ext .NumberFormat ;
03:

/**
메소드에대한동기화가얼마정도의오버헤드를
갖는지시험하기위한예제이다.
이번예제에서는특히핫스팟을적용했을경우의결과에주목하기바란다.
왜이런결과가나오는지에대한것은다음의자료를참고하기바란다.
<ht tp:/ / j ava.sun.com/ product s/ hot spot /Q+A.html .>

*/

04: class Synch
05: {
06: pr ivate stat i c long[] locking_t ime = new long[100] ;
07: pr ivate stat i c long[] not_locking_t ime = new long[100] ;
08: pr ivate stat i c f inal int ITERATIONS = 1000000;
09:
10: synchronized long locking ( long a, long b){ret urn a + b; }
11: long not_locking (long a, long b){return a + b; }
12:
13: pr ivate void test ( int id )
14: {
15: long st art = System.current TimeMi l l is () ;
16:
17: for (long i = ITERATIONS; -- i >= 0 ; )
18: { locking(i , i );
19: }
20:
21: locking_t ime[id] = Syst em.cur rentTimeMi l l is () - st art ;
22: st art = System.currentTimeMi l l is ();
23:
24: for (long i = ITERATIONS; -- i >= 0 ; )
25: { not_locking(i , i );
26: }
27:
28: not_locking_t ime[id] = System.currentTimeMi l l is () - st art ;
29: }
30:
31: st at i c void pr int_resul t s ( int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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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3:
34: NumberFormat composi tor = NumberFormat .get Instance();
35: composi tor .setMaximumFract ionDigi t s ( 2 );
36:
37: double t ime_in_synchronizat ion = locking_t ime[id] - not_locking_t ime[ id] ;
38:
39: System.out .pr int ln( "Pass " + id + ": Time lost : "
40: + composi tor . format ( t ime_in_synchronizat ion )
41: + " ms. "
42: + composi tor . format ( ((double) locking_t ime[id]/ not_ locking_t ime[id] )*100.0 )
43: + "%increase"
44: ) ;
45: }
46:
47: st at i c publ i c void main(St r ing[] args) t hrows Int errupt edExcept ion
48: {
49: / / 맨처음에는경쟁이전혀없는상태이다.
50:
51: f inal Synch tester = newSynch();
52: t est er . t est (0); pr int_result s (0);
53: t est er . t est (1); pr int_result s (1);
54: t est er . t est (2); pr int_result s (2);

55: t est er . t est (3); pr int_result s (3);
56: t est er . t est (4); pr int_result s (4);
57: t est er . t est (5); pr int_result s (5);
58: t est er . t est (6); pr int_result s (6);
59:
60: / / 이번에는경쟁을유발해봤다.

61: / / HotSpot 컴파일러에서메소드를최적화할것이므로

62: / / 한번만호출했다.
63:
64: f inal Object st art_gate = newObject ();
65:
66: Thread t 1 = newThread()
67: { publ i c void run()
68: { t ry{ synchronized(start_gate) { start_gate.wai t (); } }
69: cat ch( InterruptedExcept ion e ){}
70:
71: t est er . t est (7);
72: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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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Thread t2 = newThread()
75: { publ i c void run()
76: { t ry{ synchronized(start_gat e) { start_gat e.wai t (); } }

77: cat ch( InterruptedExcept ion e ){}
78:
79: t est er . t est (8);
80: }
81: };
82:
83: Thread.currentThread() .setPr ior i ty( Thread.MIN_PRIORITY);
84:
85: t 1. st art ();
86: t2. st art ();
87:
88: synchronized(st art_gate){ start_gate.not i fyAl l (); }
89:
90: t 1. join() ;
91: t2. join() ;
92:
93: pr int_result s ( 7 );
94: pr int_result s ( 8 );
95: }
96: {

동기화 피하기

다행히, 동기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 변수나 정적 변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는 동기화 될 필요가 없다. 오직 지역 변수와 인자 값만을 사용하며 인

자로 들어오는 외부 객체에 대해 참조자를 사용해서( 알고 있겠지만 자바에서의 모든 호출

은 값에 의한 호출이다. 하지만 객체의 경우 참조자의 값을 복사해서 넘기므로 외부 객체의 값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 . 변형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경우 이외에도 앞으로 설명하게 될

클래스 기반의 여러 해결책들이 있다(예를 들면, 자바 콜렉션 프레임워크에서 그러한 것처럼 동기

화 랩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도 동기화 되어야 할 부분을 없애줄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

게 다루는지에 관하여 보여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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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화된작업 : 원자적인작업에대해서는동기화를하지마라.

동기화를 하는 주목적은 어떤 부분을 원자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자화라는 것은 다른 쓰레

드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원래부터 원자적인 작업이었다면 동기화

를 할 필요가 없다.

자바에는 원래부터 원자적인 작업이 몇 가지 존재한다. 특히 long과 double을 제외한 모든 타입

의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것은 원자적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코

드를 보도록 하자(매우 객체 지향적이지 않은 코드지만 단지 예로써 든 것이니 이해하고 넘어가

자) .

class Unrel iable
{ pr ivate long x;

publ i c long get_x( ) { ret urn x; }
publ i c void set_x(long value ) { x = value; }

}

어떤 쓰레드에서 다음과 같이 호출하고,

obj .set_x( 0 ) ;

또 다른 어떤 쓰레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출할 경우,

obj .set_x( 0x0123456789abcdef );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x = value;

자바가상머신에서는 위의 코드에 의한 할당을 할 때 64비트 단위가 아닌 32비트 단위로 할당을

한다.

x.high_word = value. high_word;
x. low_word = value. low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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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노 트

대부분의경우에 이와 같은 말이 맞겠지만, 최근에는 64비트 단위로 할당을 할 수 있는 컴퓨터들도 서서히

등장하고있기때문에완벽하게맞는말은아니다. 32비트단위로할당을할수밖에없는진짜이유는현재

범용적으로사용되고있는컴퓨터의아키텍쳐가 32비트할당만을지원하기때문이며, 기술의발전에따라이

러한내용은충분히바뀔수있다. 자바언어명세를보면 64비트아키텍쳐의JVM(자바가상머신)에서일어나

는할당은구현에종속적이도록해놨다. 여하튼최근상황에서 32비트단위로할당이된다는말은 거의 맞

는말이다.

할당을 하고 있는중에 각 쓰레드는 다른 쓰레드의 작업에 끼어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할당이

반 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쓰레드가 나머지 부분에 할당되어 버릴 수도 있다. 할당 중

간에 다른 쓰레드가 끼어들 수 있으므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x0 123456789abcdef,

0x0 123456700000000 , 0x0000000089abcdef 또는 0x0000000000000000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set_x ()와 get_x ()를 동기화된 메소드로 다시 정의하거

나 동기화 블록을 사용하여 다시 구현하는 것이다.

vola t ile 키워드

키워드 중에 volatile이라는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다. 이 키워드는 동기화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서

는 최적화와 관련하여 다루어보겠다. 만약 어떤 메소드가 플래그 하나를 설정하고 다른 메소드에서는 그

플래그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가정 하자. 최적화 과정에서는 이 플래그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 부분을 최적화 할 수 있다. 하지만 volatile을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라면, 최적화기에서는

이런 식의 변수 상태에 기반한 최적화를 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 쓰레드가 동시에 public 플래그

에 접근하는 경우에만 volat ile이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public 플래그를 선언하는 경

우는 잘 설계된 객체 지향 시스템이라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volat ile 키워드는 멀티프

로세서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자바 언어 명세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

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바 언어 명세서는 이미 정해져서 바뀌기 힘들게 된 상태이기 때

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동기화를 해주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는 32비트(혹은 그보다 작은) 변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메소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어떠한 값을 설정하거나 반환하는 역할만을 한다면, 그리고 그 값이 long이나 double

타입이 아닌 경우라면 메소드는 동기화 될 필요가 없다. 즉, 앞에서 나온 예에서 x가 in t로 선언

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기화가 전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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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해야 할 것은 오직 할당만이 원자적으로 취급되어 진다는 사실이다. x = + + y 혹은 x + = y와

같은 문장은 x와 y가 어떤 형태이 되었던지 절대 쓰레드에 안전하지 않다. 즉, 숫자를 하나 증가

시킨 다음 할당을 하기 전에 다른 쓰레드가 제어권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원자적으

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synchronized를 사용해야만 한다.

경쟁상태(Race Condition)

두 쓰레드가 동시에 하나의 객체를 놓고 다툴 경우, 이 객체가 어떤 상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

을 때를 공식적인 용어로 경쟁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한다. 경쟁상태는 원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그렇지 않게 처리한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synchronized 구문

을 사용하는데, 이 구문을 사용하면 마치 boolean 변수에 값을 대입할 때 원자적으로 처리되는

것 같이 여러가지 일들을 하나의 원자화 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synchronized 키워드를 통

해 동기화 된 구문들은 구문의 처리 중간에 다른 쓰레드가 끼어들 수 없게 된다.

불변성(Immutability)

동기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어떤 값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불변 객체(Immut able obj ect )는, 한 번 생성이 되고 나면 절대 그 상태가 변하

지 않는 객체를 말한다. 자바의 String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St ring은 한 번 생성이

되고 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

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st ring1 + = st ring2를 통해서 st r ing1 문자열에 st ring2

문자열이 덧붙여지는 것은 제 삼의 문자열 객체가 생성되어서 이 두 문자열을 가지는 문자열이 데

이터로 설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과정은 원자적이지 않다.

불변 객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객체이므로 여러 쓰레드에서 이 객체에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기화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동기화를 했던 이유가 데

이터 변환 과정 중간에 다른 쓰레드가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하자. 하지만 불

변 객체의 경우라면, 데이터의 변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기화도 자연스럽게 필요 없게 되

는 것이다) . 불변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의 모든 필드를 final로 정의하면 된다. 이 필드

들이 선언 될 때 꼭 초기화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약 선언되는 곳에서 초기화가 되지 않은 경

우라면 모든 생성자에서 적절하게 초기화가 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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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_am_immutable
{ pr ivate f i na l int MAX_VALUE = 10;

pr ivate f i na l int blank_f inal;

publ i c I_am_immutable( int ini t i al_value )
{ blank_f inal = ini t ial_value;
}

}

대체적으로 어떤 객체에 대하여 접근하는 일은 빈번하지만, 그것을 변형하는 일이 그리 많이 일어

나지 않는다면, 메소드를 동기화하기 보다 아예 불변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객체를 빈번하게 바꾸는 경우라면, 객체를 복제하는데 걸리는 오버헤드가

동기화에 대한 오버헤드보다 크게 된다. 어떤 방안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성격

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동기화랩퍼(Synchronization Wrappers )

분명히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는 많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구

를 충족시키는 좋은 예가 자바 2의 콜렉션 클래스들이다. 전통적으로 J DK 1.1 이전의 콜렉션 클

래스들은( 고전적인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객체화한 일련의 클래스들을 콜렉션 클래스

라 부른다) , 동기화 된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는 이 메소드들을 통해 접근해왔었다. 이러

다보니 콜렉션을 사용하는 메소드에서는 동기화를 하는 것이 다소 금기시되어 왔다. 왜냐하면 쓸

데없이 두 개의 락을 얻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하나의 락은 콜렉션 자체의 락이고 다른 하나의 락

은 콜렉션에 접근하는 메소드에서의 락이다) . 자바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동기화 랩퍼라는 멋진

방법으로 풀어냈다. 기본적으로 Gang-of-Four 책에서의 데코레이터 패턴(Decorator Pattern , 장식

패턴)이 이러한 동기화 랩퍼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사용된다(앞에서 말하는 Gang-of-Four

책이란 Erich Gamma , Richard Helm, Ralph J ohn son , J ohn Vlissides라는 네 명의 저자가

쓴 Design Pat terns : Element s of Reusable Obj ect- Orient ed Software , Addison Wesley ,

1995의 별칭이다. 저자가 네 명이라 보통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다. 다음부터는 줄여서 GoF라 표

기하겠다) . 데코레이터 패턴에서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객체가 있을 때 이것과 동일한 인터

페이스를 갖는 객체가 내부에 다시 존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외부 객체는 내부 객체와 동일한

메소드를 가지고 자신에게로 들어오는 여러 요청들을 내부 객체로 향하게 해주는데 이 때 내부 객

체와는 다른 행위를 하게 해준다. j ava .io패키지의 클래스들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적용한 대표적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ufferedInput St ream은 Input St ream이 가진 메소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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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Input St ream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다. 외부에서 Buffered Input-

St ream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그 요청은 내부의 Input St ream 인스턴스로 향하게 되지만, 그로 인

한 행위는 Input St ream 자체의 것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BufferedInput St ream이 File-

Input St ream을 데코레이터 패턴을 사용해서 감싸고 있을 때, 원래 FileInput St ream은 read()

요청에 대해서는 버퍼링을 하지 않지만, 외부 BufferedInput St ream의 read () 메소드를 통하면 일

련의 문자들이 버퍼링된다. 원래 FileInput St ream의 행위가 BufferedInput St ream에 의해서 바

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기본 개념으로 동기화에 응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01: interface Some_interface
02: { publ i c Object message();
03: }
04:
05: class Not_t hread_safe implements Some_interface
06: {
07: publ i c Object message()
08: { / / 이부분에구현을한다.
09: ret urn nul l;
10: }
11: }
12:
13: class Thread_safe_wrapper implements Some_interface
14: {
15: Some_interface not_t hread_safe;
16:
17: publ i c Thread_safe_wrapper ( Some_inter face not_t hread_safe )
18: { t his .not_t hread_safe = not_t hread_safe;
19: }
20:
21: publ i c Some_interface ext ract ()
22: { return not_t hread_safe() ;
23: }
24:
25: publ i c synchroni zed Object message()
26: { return not_t hread_safe.message();
27: }
28: }



36 C hapte r 1

만약 쓰레드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Not_thread_safe를 안전하게 쓸 수 있

다. 하지만 쓰레드 안전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동기화를 위한 랩을 씌우면 된다.

Some_int erface object = newNot_t hread_safe();
/ / . . .

object = newThread_safe_wrapper (object ); / / 객체는이제쓰레드에안전하게되었다.

만약 더 이상 쓰레드 안전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랩을 벗겨버리면 된다.

object = ( (Thread_safe_wrapper)object ) .ext ract ();

동시적인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

다음으로 자바가 플랫폼에 대하여 독립적이지 못한 주된 원인인 동시성(Concurrency)과 병렬성

(Parallelism)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시적인 멀티 쓰레딩 시스템은

몇 가지 일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각 작업을

잘게 쪼개는 것이며, 이 쪼개진 각 부분들의 작업들을 가지고 프로세서를 공유하는 형태이다. [그

림 1.1]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와 다르게 병렬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여러 작업이 동시

에 실행된다. 이러한 병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PU가 두 개 이상 필요하다.

그림 1.1 동시성 대 병렬성

동시성 병렬성

시간 시간

태

스

크

1

태

스

크

2

태스크 1 태스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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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드를 여러 개 사용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라면, 여러 개의 쓰레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

려 하나의 쓰레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보다 더욱 느릴 수 밖에 없다(물론, 이런 경우라도 여러 개

의 쓰레드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 하지만 병렬

프로세싱을 하는 컴퓨터에서라면 여러 개의 쓰레드를 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빨라질 수

있다. 만약 속도가 중요한 경우라면, 시스템에 존재하는 프로세서의 수보다 많은 쓰레드를 사용해

서는 안된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프로세서의 수보다 많은 수의 쓰레드가 존재한다면, 다른 쓰레드

들과 프로세서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바의 쓰레드 시스템이 플랫폼에 독립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운영체제의 쓰레드 모델을 사

용하지 않고는 병렬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바는,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자바가상머신 내에

서 쓰레드를 실제 쓰레드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하면 운영

체제의 커널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

법은 단지 동시성만을 제공해주는 것이지, 병렬성까지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운영체제 수

준의 쓰레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운영체제에서는 자바가상머신을 단순한 단일 쓰레드 애플리케

이션으로 취급하여 단일 쓰레드에서 스케줄링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운영체제 수준의 쓰레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수백개의 CPU를 사용하는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고 다

른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 띄우고 단지 자바가상머신만 띄운다고 해도 자바가상머신 하에서 작동하

는 어떠한 자바 쓰레드도 이러한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만약 자바가상머신을 여러 개 띄운

경우라면 병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이 따위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었으면 이 책을 쓰는

대신 좋은 암자에서 수도나 하고 있었을 것이다. 병렬적인 처리를 위해서라면 자바가상머신에서는

자바의 쓰레드를 운영체제의 쓰레드로 매핑시켜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각 운영체제는 다른 방식으

로 쓰레드를 구현해 놓았다. 워낙 구현상의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플랫폼에 독립적인 자바가상머

신도 이러한 쓰레드 모델 상의 차이점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되는 쓰레드 모델들

여기서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플랫폼을 선택하기로 했

다. 즉, 필자는 플랫폼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솔라리스와 윈도우 NT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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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10단계의 쓰레드 우선 순위 단계를 제공한다(만약 두 개 이상의 쓰레

드가 실행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의 쓰레드가 가장 먼저 실행된다고

보면 된다) .

솔라리스에서는 23 1
단계의 쓰레드 우선 순위 단계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바에서 10단계의 우선

순위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자바에서 10단계밖에 지원하지 않

기 때문에 네이티브 프로그램에 비해서 세세한 제어는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어쨌든 여러

분이 원하는대로 프로그램 작동은 문제없을 것이다.

NT에서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NT는 고작해야 7단계의 우선 순위 단계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이 7단계를 자바의 10단계로 매핑해야만 한다. 이 매핑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자바가상머신 구현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바의 우선 순위 1과 2가

NT의 우선 순위 1로 매핑되고, 자바의 우선 순위 8 , 9 , 10이 NT의 우선 순위 7로 매핑될 수 있

는 것이다. NT의 우선 순위가 이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사용해서 스케줄링을 하려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머리를 더욱 더 쥐어뜯도록 만드는 것은 NT의 우선 순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NT는 우선 순위 증대(Pr ior ity boosing)라는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C언

어에서라면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이 매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자바에서는 이러

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우선 순위 증대가 가능한 상태라면, NT에서는

I/ O와 관련된 일 등에 대해서 쓰레드의 우선 순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만큼 올리며,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만큼 이 우선 순위를 유지한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쓰레드의 우

선 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쓰레드에서는 아무 때나 I/ O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선 순위 증대라는 괴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백그라운드 작

업이 현재 보이는 UI의 작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것을 좀더 세련된 방식을 사용해서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작업의 우선 순위를 낮추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처리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프로세스 수준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일보다 쓰레드 수준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게 된다.

아직 쥐어뜯을 머리카락이 남아있다면 기뻐하자. 아직 머리를 쥐어뜯을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

다. 솔라리스를 위시한 모든 유닉스 운영체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제외한 필자

가 알고 있는 모든 상업용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도 쓰레드와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다. 높은 우선 순위의 프로세스에 속하는 쓰레드의 경우, 자신보다 낮은 우선 순위를 갖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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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에 의해 작업이 중지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서 프로세스의 우선 순위가 제

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실행중인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가 끼어들 수 없다. NT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NT에서 프로세스는 단

순한 주소공간일 뿐이다. 따라서, 프로세스가 우선 순위를 갖지도 않고, 스케줄링되지도 않는다.

NT에서는 프로세스가 아닌 쓰레드를 스케줄링할 뿐이다. 즉, 현재 메모리에 없는 어떤 프로세스에

속하는 쓰레드가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바뀌게 된다. NT에서는 쓰레드 우선 순위를 몇 가지 우선

순위 계급(Prior ity classes) 으로 나누어 놓았다. [그림 1.2]는 이 우선 순위 계급에 대한 것을

설명해준다.

각 열은 실제 우선 순위의 단계를 의미한다( 앞에서 7단계의 우선 순위가 제공된다고 했

는데 어떻게 31개의 열이나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앞에서 의미한 7단계의 우선 순위는 각 계급에서의 우선 순위를 의미

하는 것이다) . 이들 중 22단계만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공유된다(나머지는 NT 자체에서 사용

한다) . 각 행은 우선 순위 계급을 나타낸다.

그림 1.2 NT의 우선 순위 아키텍쳐

Idle 우선 순위 계급에 속하는 프로세스의 쓰레드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논리적인 우선 순위의 단

계에 따라 1단계에서 6단계 그리고 15 단계에서 실행된다. Normal 우선 순위 계급에 속하는

프로세스의 쓰레드들은 1단계, 6단계에서 10단계 또는 15단계의 단계에서 실행된다. 이 경우는

프로세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포커스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만약 입력 포커스

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1단계, 7단계에서 10단계 또는 15단계에서 실행된다. 이러한 정책들

이 의미하는 것은, Idle 우선 순위 계급에 속하는 프로세스 중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쓰레드

는, Normal 우선 순위 계급에 속하는 프로세스 중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쓰레드가 실행 중

인 중간에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 여겨 봐야할 점은 High 우선 순위 계급에는 다

른 우선 순위 계급과는 다르게 6단계의 우선 순위 단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NT의 우선 순위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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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프로세스의 우선 순위 계급을 제한할 수 없다. 어떠한 프로세스의

어떠한 쓰레드도, 현재 자신의 우선 순위 계급이 넘어서도록 우선 순위 증대(boost ing)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 듣고 보니 정말 죽을 맛이다. 솔라리스는

이와 다르게 프로세스에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다. 이런 매커니즘

을 사용하면, 화면 보호기가 시스템에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

태를 막을 수 있다.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프로세스는 낮은 우선 순위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중

단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서버에서 특히 필요한 특성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처

리해놓은 진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NT가 진짜 서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가 아닐까 싶다. 여하튼, 기술적인 관점에서 필자는, NT의 우선 순위 시스템을 매우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NT에서 우선 순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

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해야 할까? NT에서의 우선 순위 시스템은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선 순위 증대 또한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우선 순

위를 사용해서 스케줄링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가지 절충안을 사용한다면, set-

Priority ()를 호출할 때, Thread.MAX_PRIORITY와 Thread.MIN_PRIORITY 그리고 Thread.

NORM_PRIORITY 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7 단계의 우선 순위를 10단계로

매핑하는데 생기는 문제는 피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시스템의 프로퍼티 중 os .name을

얻어온 다음에 만약 운영체제가 NT라면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선 순위 증대 기능을 꺼버

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Sun의 자바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바가상머

신은 표준적이지 않은 네이티브 메소드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역자 노 트

비록 원서에는이런식으로설명되어 있지만 이것은사실이아니다. Sun과의 법정싸움끝에 MS(마이크로소

프트)의 가상머신에서도이제 JNI를지원하게 되었기때문이다. 물론, 이책에서밝히고있는것처럼 이전에

는 RNI라는자체적인네이티브메소드인터페이스만을제공했었다. 결론적으로말하자면, MS 자바가상머신에

서도빌드넘버3158 이후부터는RNI와더불어JNI를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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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쓰레드를 그냥 NORM_PRIORITY로 놔두고 우선 순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스케줄링을 한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뤄볼 것이다.

협력하라!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쓰레드 모델을 보통 협력형과 선점형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협력형멀티쓰레드 모델

협력형 시스템에서는, 쓰레드가 스스로 그만 실행하고 싶을 때까지 프로세서의 제어권을 가지고

작동한다(악독한 경우 어떤 쓰레드는 영원히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다) . 협력형 시스템에서는 쓰

레드간에 서로 협력해야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기아현상(st arvat ion)

이 일어날 수 있다( 기아현상이란, 특정한 쓰레드가 제어권을 계속 얻지 못해 실행되지 못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운영체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스케줄링을 구현할 때에는 이러한 기아현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대부분의 협력형 시스템에서 스케줄링은 우선 순

위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쓰레드가 제어권을 포기하면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쓰레드가 제어권을

얻게 된다(단, 윈도우 3.x의 경우에는 협력형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줄러에서 해주는 일이

거의 없다. 윈도우 3.1의 경우 포커스를 갖는 것이 제어권을 얻는 것이다) .

협력형 멀티 쓰레드 시스템의 가장 큰 이점은 매우 빠르며 선점형 시스템에 비해 오버헤드가 극히

적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 스왑이 완전히 유저 모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커

널로 들어가는 경우를 커널 모드라 하며,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유저 모드라 한다)하에서 가능해

진다. 유저 모드에서 컨텍스트 스왑을 하는 것은 단지 C에서 setj ump/ longj ump를 호출하는 것

보다 좀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능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협력형

쓰레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 협력형 시스템에서는 강제로 제어권을 빼앗아 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동기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가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제어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즉, 원자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행여나 다른 쓰레드에 의해서 방해되

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협력형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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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형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긴 작업이 있을 때 프로

그래머는 일일히 이 긴 작업을 잘게 나누어야만 한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복잡

해질 가능성이 있다.

2 . 협력형 쓰레드는 절대로 병렬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선점형 멀티 쓰레드모델

협력형 모델의 대안으로는 선점형 모델이 있다. 이 모델에서는 운영체제 자체에 컨텍스트 스왑을

위한 Timer가 존재한다. 만약 Timer에 의해 정해져 있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운영체제는 현재

작동 중인 쓰레드의 제어권을 빼앗아 다른 쓰레드에게로 넘겨 준다. 이 때 Timer에 정해진 일정

주기의 시간을 타임 슬라이스(t ime slice)라고 부른다.

확실히 선점형 시스템은 협력형 시스템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쓰레드에 대한 관리가 운

영체제 커널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은 훨씬 쉬워지게 된다(물론, 동기화라

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 또한, 커널에 의해서 스케줄이 관리되기 때문에 기아현상 때

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줄어들게 된다.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을 말하자면 병렬적인 처리가 가

능해진다는 점이다. 협력형 시스템에 대한 스케줄링은 사용자 수준의 라이브러리에 의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병렬성이 아닌 동시성만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병렬성을 얻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가 스케줄링을 해야만 한다. 네 개의 쓰레드가 네 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병렬적으로

작동한다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네 개의 쓰레드보다 네 배정도 빠르게 작동하게 된다(컨텍스트

교환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

윈도우 3.1과 같은 몇몇 운영체제에서는, 협력형 멀티 쓰레드만을 지원한다. 이와 다르게 NT에서

는, 선점형 멀티 쓰레드만을 지원한다(물론, 여러분은 NT에서 유저 모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협

력형 쓰레드를 흉내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해 파이버(fiber)라 불리는 라이브러리가 제공된다.

하지만 파이버(fiber)는 매우 버그가 많은 라이브러리 중 하나이다. 또한, 운영체제와 완전하게 통

합되어 있지도 않다) . 솔라리스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두 가지 모델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나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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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 쓰레드를 사용자 프로세스로 매핑하기

운영체제 상에서의 쓰레드와 관련된 문제중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커널 수준의 쓰레드를 유저 모

드의 프로세스와 매핑하는지 알아보자. NT에서는 [그림 1.3]에서 보듯이 1:1 매핑 방식을 사용

한다.

그림 1.3 NT 쓰레드 모델

NT의 유저 모드 쓰레드는 커널 쓰레드로 매핑된다. 또한, 운영체제에 의해 직접적으로 매핑되며,

항상 선점형으로 작동한다. 쓰레드에 관련된 모든 관리와 동기화는 커널에 대한 호출을 통해(즉,

600이나 되는 머신 사이클을 감수하고) 이뤄진다. 이는 매우 직관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결코 확장성이 있다거나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림 1.4]에 나오는 솔라리스의 쓰레드 모델은 좀더 진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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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솔라리스 쓰레드 모델

솔라리스에는 쓰레드에 경량 프로세스(lightweight process . LWP)의 개념을 도입했다. 경량 프

로세스는 한 개의 쓰레드 혹은 여러 개의 쓰레드에서 스케줄링이 가능한 단위이다. 솔라리스에서

병렬성은 경량 프로세스 수준에서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경량 프로세스는 풀(pool) 안에 존재하

며, 특정 CPU에 할당되게 된다. 또한, 경량 프로세스는 필요한 경우 즉, 어떤 중요한 작업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 특정한 CPU를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경량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유저 모드 수준에서는 그린 쓰레드( 앞에서 배웠듯이 이런 종류의 쓰레드는 실제적인 병렬

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시적인 처리를 흉내내어 주기 위한 쓰레드이다)라 불리는

협력형 쓰레드를 사용하게 된다. 아주 단순한 경우의 예를 들면, 프로세스는 하나의 경량 프로세

스만을 가지고, 이 경량 프로세스는 여러 그린 쓰레드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린 쓰

레드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그린 쓰레드들에게 제어권을 양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다

른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경량 프로세스가 프로세서의 제어권을 가져갈 수 있다( 즉, 경량

프로세스는 선점형으로 작동한다) . 이러한 방식에서는 프로세스들이 CPU에 대한 제어권을 선점형

으로 가지며 병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프로세스 내부의 쓰레드들의 경우에서라면

협력형으로 작동하므로 병렬적이 아닌 동시적인 수행만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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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경량 프로세스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그린 쓰

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하에서 여러 개의 경량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린 쓰레드가 경량

프로세스에 바인딩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1.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쓰레드를 특정 경량 프로세스에 바인딩 하는 경우

이 경우, 경량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쓰레드들은 서로 협력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쓰

레드들을 다른 경량 프로세스에 바인딩 함으로써 서로 선점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도 있다.

만약 하나의 경량 프로세스당 하나씩의 쓰레드만이 바인딩 된다면 NT스타일의 선점형 시스

템과 같은 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2 . 유저 모드 스케줄러에 의해서 쓰레드들이 그린 쓰레드로 바인딩 되는 경우

프로그래밍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안좋은 경우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선점형으로 작동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형으로 작동할 것인지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풀에 오직

하나의 경량 프로세스만 있다면 항상 다른 쓰레드들에게도 제어권을 양보해주어야 한다. 하

지만 다른 쓰레드들에 의해서 제어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솔라리스의 쓰레드 모델은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해준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빠른

(하지만 동시적으로 밖에 작동하지 못하는) 협력형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좀더 느린(하지

만 병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점형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두 가지 모두를 선

택할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자바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유연성이 제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바가

상머신에 사용되는 쓰레드 모델을 여러분이 직접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창기 버

전의 솔라리스 자바가상머신은 모두 협력형 쓰레드 기반의 시스템이었다. 이 때의 자바 쓰레드는

하나의 경량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그린 쓰레드였다. 최근에 나오는 솔라리스 자바가상머신의 경우

에는 여러 개의 경량 프로세스를 사용하며, 그린 쓰레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 엇일까? 이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데 있다. 즉, 자바가

상머신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플랫폼에 독립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상반되는 두 가지 가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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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쓰레드에 의해 제어권을 잃을 수 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원자적인 특성이 필요한 경

우에는 synchronized 구문을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2 . 제어권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원히 제어권을 가진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가끔

씩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는 다른 쓰레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어권을 넘겨줘야만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yield ()와 sleep ()를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한다(또는, 블록킹되는 입출력

을 해야만 한다) . 예를 들면, 긴 순환문 안에서 100번째마다 yield ()를 호출해 주거나, 자

발적으로 몇 밀리초 정도 휴면상태로 들어가야 한다(yield () 메소드는, 오직 자신과 같거나

높은 우선 순위의 쓰레드에게만 제어권을 양보해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다르

게 sleep ()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낮은 쓰레드에게도 제어권을 양보한다) .

이 장을 마치며

이 장에서 알아본 여러 가지 운영체제 상의 문제점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자바의 경우 프로그

램이 작동할 운영체제가 어떠한 운영체제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항상 언제든지 제어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가정하여 synchronized 구문을 적절

히 사용해 주어야 한다. 반대로 절대 제어권이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여 가끔씩

yield ()나 sleep () 또는 블록킹되는 I/ O를 실행시켜 줌으로써 다른 쓰레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앞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우선 순위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이던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

면 두 우선 순위가 실제로도 다른 우선 순위라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NT에서는 NT의 7단

계 우선 순위가 10단계의 자바 우선 순위로 매핑된다는 것을 이미 배운바 있다. 또한, 2단계에서

작동하는 쓰레드가 항상 1단계에서 작동하는 쓰레드보다 우선 순위가 높다는 가정도 할 수 없음을

배웠다. 왜냐하면 NT에서는 우선 순위가 때에 따라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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