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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머신 메모리 분석기술은 가상머신에 악성코
드를 실행하여 행위를 분석하거나 난독화 된 코드
를 추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가상머신 메모리 분
석기술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포렌식 분야에서 응
용 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지만, 기존 가상머신
메모리 덤프기술은 덤프를 수행 하는데 시간적 오
버헤드가 크다는 문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
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가상머신 덤프 기술들을
프로파일링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도
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메모리 덤프기술 “Thunder”를 제안한다.
“Thunder”는 기존 덤프기술 대비 약 8.5배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1. 서론
2015년 3월 5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1]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 도입하게 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
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술은
보안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시되어 왔
다.[2][3] 이러한 클라우드의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안되어 왔다.[4][5] 기
존 솔루션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구동되고 있는
가상머신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가상머신의 도움
을 받아 OS를 모니터링 하거나, 가상머신의 도움
없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
준에 머물러 있었다.
가상머신 메모리 분석기술을 이용하면 클라우드
플랫폼에 구동중인 가상머신을 효율적이면서 OS의
내부까지 투명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메
모리 정보를 이용하는 가상머신 메모리 분석 연구
는 이미 선행되어왔다. BlackHat 2014[6] 에서는 가
상머신의 메모리 덤프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가 원하는 API의 매개변수를 추출 하거나 언 패킹
된 코드를 추출 할 수 있는 기술이 발표되었고,
DRAKVUF[7]라는 논문에서는 가상머신에서 에이
전트 없이 Host OS에서 가상머신 메모리 분석을
통해 Windows 내부의 커널 함수를 추적하거나, 디
스크에는 삭제되었으나, 메모리상에 남아있는 파일
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가상머신의 메모리를 분석기술을 이
용하면 가상머신에 에이전트 설치 없이 OS의 상세
한 부분까지 투명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메모리 분석기술이 클라우드 플랫폼
모니터링 기술 분야에 적용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를 덤프 수행의 시간적 오버헤드가
실시간으로 가상머신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오버헤드
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분석기술을 클라우드 플랫폼 모니터링기술로 응용
하기 위하여, 기존 가상머신 메모리 덤프 기술을 프
로파일링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한 “Thunder”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로 가상머신의 덤프 속도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QEMU[8] 메모리 덤프 방식을 디스크 I/O 방
식에서 메모리 I/O 방식으로 수정하여, 기존 기술대
비 약 8.5배의 성능향상 하였고, 두 번째 문제로 지
적한 메모리 덤프가 수행되는 동안 가상머신이 일
시정지 되는 문제는 메모리 영역에 가상의 버퍼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메모리 정보를 버퍼에
미러링 후 미러링 된 데이터를 파일로 쓰이게 함으
로서 가상머신이 일시되지 않도록 QEMU를 수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이 개선된 “Thunder“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API를 구현
하여, 실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응용 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높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메모리 덤프 기술 대해서 소개하고, 기존 메모리 덤
프기술을 분석 및 프로파일링 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3장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도출된 기존
덤프기술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
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존 덤프기술과의 성능 비교를 기술하였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서술 하였다.
2. 기존 메모리 덤프기술 분석 및 프로파일링
본 장에서는 가상머신 메모리 분석기술을 클라
우드 플랫폼 모니터링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
존 가상머신의 메모리를 덤프기술에 대해 알아보
고, 덤프기술에 대해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하여 문
제점을 도출하였다.
2.1 메모리 덤프기술 조사
2.1.1 LibVMI
LibVMI[9]는 Virtual Machine-Introspection 툴
로 구동중인 가상머신의 메모리를 보거나, 하드웨어

이벤트를 감지하거나, vCPU의 레지스터를 엑세스
할 수 있는 도구이다. LibVMI를 이용하여 가상머
신의 메모리 덤프를 요청할 경우 가상머신이 운영
체제를 구동하기 위한 System Map 파일 등을 가
상머신의 커널심볼이 가리키는 가상메모리 주소를
획득하고,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머신의 페이지
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커널심볼의 값을 읽
어 오는 방법으로 메모리 덤프를 수행한다.
2.12 Libvirt
Libvirt[10]는 하이퍼바이저[11][12]의 기능들을
API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가상머신을 관
리 할 수 있는 유틸리티이다. Libvirt는 가상머신을
커맨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Libvirt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 가상머신의 메모리 정보를 파일로
추출 할 수 있는 명령이 제공된다. Libvirt는
QEMU에서 제공해주는 메모리 덤프 기능을 이용한
다. QEMU는 가상머신의 메모리 정보를 페이지테
이블 이용하여 가상머신이 사용하는 메모리영역을
찾고, 메모리를 분석 가능한 포맷형태로 가공하여
파일로 만들어준다.
2.1.3 Gcore & GDB – 프로세스 덤프
OS에서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구동되는 가상머
신을 프로세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자체
를 덤프 하는 방법으로 가상머신의 메모리를 정보
를 파일로 기록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Linux에서 제공해주는 Gcore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
법이 있다. 가상머신의 Pid를 추출 후, Pid의 값을
Gcore 명령어에 매개변수를 넣어 수행 할 경우, 프
로세스의 메모리정보를 파일로 기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Linux의 대표적인 디버깅 도
구인 GDB를 사용하여 가상머신을 프로세스레벨에
서 메모리 정보를 덤프 할 수 있다. 가상머신의 Pid
값을 추출하여, 가상머신(프로세스)을 디버깅 모드
상태로 만든 후 덤프를 원하는 메모리 범위를 지정
하면 지정된 범위의 메모리 영역을 파일로 기록 할
수 있다.
2.2 기존 덤프 기술의 프로파일링 및 문제점
2.2.1 프로파일링 결과
프로파일링 환경은 CPU Xeon E5-2609(2.5GHz)
를 사용하였고 메모리는 32GB를 사용하였으며, 디
스크는 SSD를 사용하였으며, Ubuntu 14.04에
KVM을 설치하였다, 가상머신은 OS는 Windows
XP SP2 – 32bit를 사용하였으며, 1GB의 메모리를
할당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로파일링 결과는 <표1>과 같다. Dump
Performance는 가상머신 메모리 1GB에 대해 덤프
를 수행할 경우 요청부터 완료까지의 시간을 의미
하며, Suspend Time은 메모리 덤프를 수행하는 동

<표1> 기존 가상머신 메모리 덤프기술 프로파일링
DUMP Suspend Library
덤프기술 Performance
Time
LibVMI 15,254,220ms Stealth △
Libvirt
5,110ms 4,447ms △
GCORE
2,111ms 2,111ms X
GDB
5,533ms 5,533ms X
안 가상머신이 일시정지 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분야에서 응용가능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제공여부를 표기하
였다.
2.2.2 문제점
프로파일링 결과 첫 번째 문제점은 기존 덤프기
술은 가상머신 메모리를 파일로 추출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오버헤드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상머
신의 메모리 덤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하이퍼바이저 위에 구동
되고 있는 가상머신 모니터링도구로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메모리분석 기반 모니터링 기술은 가상머
신에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가
상머신 OS에 국한되지 않고 내부까지 투명하게 모
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덤프 수행동안 가상머신이 일
시정지 되는 문제이다. 메모리 덤프기술은 사용자가
요구한 시점에 정확히 덤프가 되어야 해당 가상머
신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메모리 덤프를 요청한 시점에는 메모리가
보존되어야하고, 보존된 상태에서 메모리정보를 파
일로 써야하기 때문에, 덤프가 수행되는 동안 가상
머신이 일시정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니터링 되는 동안 사용자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가상머신이 일시적으로 멈추
기 때문에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느끼
게 된다.
세 번째 문제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
존 하이퍼바이저 도구들은 간단한 API 수준에서 메
모리덤프 기능을 제공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에 특화
된 API는 설계되어 있지 않다. 클라우드 플랫폼에
서 메모리 덤프 기술을 모니터링 도구로써 활용하
기 위해서 다수의 가상화 컴퓨트를 이용하는 클라
우드 플랫폼 특징이 고려된 라이브러리가 추가 제
공되어야 한다.
3. 프로파일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API 디자인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덤프 가속화에 초점을 맞
추었다. KVM(QEMU)을 사용 하였고, 가상머신의
메모리 덤프 방법으로는, 하이퍼바이저와 가장 밀접

한 관련이 있는 API 라이브러리 도구인 Libvirt를
사용하였다.

크로 쓰기 위하여, 메모리의 상태를 보존 하고, 보
존된 메모리가 파일로 추출 될 때까지 가상머신을
강제로 일시정지 시키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
상의 메모리 영역을 만들어 메모리 정보를 미러링
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사용자가 가상머신의 메
모리 덤프를 요청하면 가상의 메모리 버퍼공간을
만들어, 구동중인 가상머신 메모리 정보를 메모리
버퍼공간에 미러링 한다. 미러링 된 버퍼에 있는 메
모리정보를 디스크에 파일로 추출되게 함으로써, 메
모리 덤프 수행동안 가상머신이 일시정지 되는 현
상을 느낄 수 없도록 QEMU의 메모리 덤프 구조를
재설계 하였다.
3.3 다양한 플랫폼에서 응용하기 위한 API 설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메모리 덤프 가속화 기술
및 메모리 미러링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도록
QEMU 재설계하고 추가된 기술에 대해 타 라이브
러리 도구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QMP(Qemu
Monitor Protocol)를 만들었다. 또한 만들어진 QMP
(그림 1) 덤프 가속화 기술이 적용된 “Thunder” 구조 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라이브
러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Libvirt에 API를 추
가 해줌으로써,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다른 플랫폼
3.1 메모리 덤프 가속화 기술 “Thunder”
환경에서도 응용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높였다.
가상머신 메모리 덤프 기술을 클라우드 환경에
서 응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가상 4. 구현된 Thunder 성능 평가
머신의 메모리를 파일로 덤프 하는데 걸리는 수행
본 장에서는 가상머신의 메모리 덤프 속도 가속
시간의 오버헤드가 커서, 실시간으로 메모리 정보를
분석 할 수 없다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한 화를 위해 설험한 환경과 성능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Libvirt는 QEMU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라이브러
4.1 실험환경
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연결도구
이기 때문에, 실제 가상머신 메모리 덤프 관련된 코
드는 QEMU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
한다. QEMU에 메모리 덤프 코드를 분석하고, 프로
파일링 한 결과 덤프 수행시간이 지체되는 주원인
은 디스크 I/O 로부터 발생 되었다. QEMU 덤프
기능은 구동되고 있는 머신의 물리 메모리로부터
가상머신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메모리 정보
를 분석 가능한 형태의 포맷으로 정리하여 파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디스크와 메모리의
I/O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시간적 오버헤드가 발
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스크 I/O로부터 발생
하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QEMU의 구
조를 수정하였다. QEMU에서 사용하는 기존 가상
머신의 메모리정보를 다른 메모리영역에 쓰이게 함
(그림 2)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환경
으로써 I/O로부터 발생 하는 오버헤드를 최소화 하
여, 메모리 덤프 가속화를 이뤄냈다.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응용이 가능한지 실험하
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IaaS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
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환경은 5대로 서버를 구성하
3.2 VM일시정지 솔루션 “메모리 미러링 기술”
였으며, CPU Xeon E5-2609(2.5GHz)를 사용하였고 5
1대는 Memory 32GB를 사용하였으며 4대는
기존 가상머신 메모리 덤프기술은 사용자가 덤 대중
Memory
사용한다. Storage는 SSD를 사용하
프를 요청하는 순간부터 덤프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였다. Host16GB를
OS는
Ubuntu 14.04를 사용하였고, 실
가상 머신 일시정지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 IaaS 플랫폼은 2015년
4월에 릴리즈된 OpenStack
제점은 QEMU에서 가상머신의 메모리정보를 디스

Juno[11]환경에서 실험하였고, 가상머신은 Windows
XP SP2 – 32bit를 사용하였고 메모리는 1GB를 할
당 하였다.
4.2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구현된 Thunder와 기존의 기존 메모
리 덤프기술의 성능을 비교한다.
<표2> 수정된 Libvirt와 기존 덤프기술 성능비교
DUMP
Suspend
덤프기술 Performance
Time Library
Thunder 595ms
Stealth
O
LibVMI 15,254,220ms Stealth
O
Libvirt
5,110ms
4,447ms O
GCORE
2,111ms
2,111ms X
GDB
5,533ms
5,533ms X
첫 번째 성능비교는 메모리 1GB에 대해 기존
덤프 기술과 덤프 기술 가속화가 적용된 Thunder
의 덤프 수행시간을 비교하였다. <표 2> 와 같이
Thunder의 경우 1GB의 메모리를 덤프 하는데 약
0.59초 소요 되었다. LibVMI 대비 약 256배,
Libvirt 대비 약 8.5배의 덤프 가속화를 이뤄냈다.
두 번째 실험의 경우 메모리 덤프 시 가상머신이
일시정지 되는 Suspend Time을 측정하였다. 또한
다른 플랫폼에서 개발된 기능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가능하도록 API를 만들어 응용의 확장성을 높
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의 메모리 분석의 응용
을 위해 메모리 덤프 가속화 기술에 대해서 제시하
였다. 기존 메모리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하거나 악
성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인
메모리 덤프 기술의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 연산
처리의 대상을 수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 덤프기술 대비 약 8.5배의 의 메모
리 덤프 가속화를 이뤄 냈고, 메모리를 덤프하는동
안 가상머신이 일시정지 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덤프 가속화 기술 Thunder
를 제시 하였고, 실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확장성
테스트를 통해 클라우드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향후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에이전트 없이 구동중인 가상머신에 대한 모니터링
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 연구
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솔루션으로 제안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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