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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클라우드 환경구축을 위한

가상화 보안 이슈 및 기술 동향

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핵심기술인 가상화 기술(Vir-

tualization)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적용 범위도 단

말기부터 서버, 네트워크까지ICT 인프라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ICT인프라 자원의 가상화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

적 하드웨어 자원을 논리적으로 추상화하기 위해 하이퍼바이

저 등의 새로운 가상화 계층을 구축할 수 밖에 없는데, 정보보

호 측면에서 기존 보안기술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보안 사각지

대가 되어 새로운 보안 취약성 및 공격경로를 발생 시킨다. 이

러한 가상화 계층의 취약성분석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가상화 기술의 특

성과 가상화 계층의 주요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된 IT자원을 기업, 개인 등 이용자

에게 필요한 만큼 대여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점에 인터

넷을 통해 이용하게 하는 컴퓨팅 환경이다. IT인프라 자원을 소

유의 관점에서 임대의 관점으로 바꾸어 IT자원의 비용 효율 극

대화를 추구하며 가트너 등 매년 IT분야 주요 10대 트렌드에 포

함되어 전세계적으로 IT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시장측면에서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2018까지 1,275억불로 

연평균 23% 성장을 전망하고 국내는 2017년까지 1조 6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정책측면에서 미국은 미연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IT 자원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을 발표하여“Cloud First”를 주

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2]. 또한 국내는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활성화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클라우드산업발전

법』1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촉진시키고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업계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용 효율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에서는 보안이슈가 클라우드 구축 및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어 클라우드 보안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클라우드의 핵심인 가상화기술은 1960년대부터 등장하였으

나, 인터넷과 스마트 단말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

서 핵심기술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3]. 즉, 기존 컴퓨

팅 환경은 단일의 하드웨어에서 단일의 운영체제만이 수행되며 

해당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독점 한다. 하지만,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가상화 시스템은 기존 전통적인 시스템과는 다르게 운

영체제와 하드웨어 사이에 가상화 계층이 존재한다[4]. 

가상화 계층은 하이퍼바이저를 주요 요소기술로 가지며 다수의 

가상머신이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각각의 가상머신

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운영체제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정보보호 관점에서 가상화 계층을 가진 가상화 시스템 구조는 

새로운 보안 취약성을 발생시킨다. 대표적으로 방화벽 및 IPS/

IDS 같은 기존의 보안 기술들이 가상화 계층을 이해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 계층은 기존 보안 기술이 모니터링 할 

수 없는 보안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있다[5].

이러한 가상화 계층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으로 하이퍼바

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이

를 적용한 보안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

상화 보안 기술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화 계층의 가시성

을 확보한다. 또한, 가상화 시스템의 구조적 이해를 통해 가상

화 시스템의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들에 대응한다.

본고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의 동향을 분석하고 소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

뤄진다. 2장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성인  

가상화 기술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가상화 계층의  

1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년	3월	
제정,		2015년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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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와 기존  보안기술의 한계를 다룬다. 4장에서는 이러

한 가상화 환경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상화 보안 기술

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고의 결론을 맺는다.

Ⅱ. 가상화 기술의 종류 및 특징

1. 가상화 기술의 유형

초기 가상화 기술은 메인프레임을 논리적으로 복수의 가상머

신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현 되어, 컴퓨팅자원(서버, 스토리

지 등)부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킹 자원(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 단말기(스마트폰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가상화 기술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기

반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3].

가상화 기술의 유형은 하드웨어 자원을 기반으로 서버 가상

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

고, 가상화 계층에 따라 하드웨어 가상화, 운영체제 가상화, 애

플리케이션 가상화 등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3][6].

2. 가상화 기술의 주요 특징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가상화 시스템은 한 대의 컴퓨터에 가

상 스위치, 복수 개의 OS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퍼바이

저,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성된 가상머신으로 구성되어 있다[5]

[7][8].

가. 가상머신(Virtual Machine)

가상머신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OS, 프로그램을 에뮬레이션하

는 소프트웨어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일시 중지, 종료

될 수 있다. 일시 중지 혹은 종료된 가상머신의 재시작 시 저장

된 가상머신 이미지 파일이 가상화 시스템에 재로딩 되어 즉시 

재시작이 가능하다.

나. 가상머신의 Live Migration

가상머신이 실행 중인 물리적 호스트에서 동작 불량,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행 중인 가상머신을 실행중단 없

이 다른 물리적인 호스트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

능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Live Migration)이라 한다. 이때 가

상머신의 모든 상태(CPU, 메모리 등)은 이미지 파일형태로 스

그림 1. 가상화 기술개념 

그림 2. 가상화 시스템 구조

그림 3. 가상머신의 Live Migration 기능

표 1. 가상화 기술의 유형

구분 설명

서버

가상화

<그림	1>

단일서버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복수의	서버인	것을	이

용하는	기술을	말하며,	기존의	컴퓨터는	한대의	컴퓨터에

서	단일의	운영체제만이	수행되며	해당	OS가	HW(CPU,	

메모리	등)를	독점	한다.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면	다수의	

가상머신들이	단일의	HW	자원을	논리적으로	나누어	쓰

고,	서로	다른	OS	구동이	가능

스토리지	

가상화

다른	기종의	스토리지나	솔루션을	묶어	스토리지	풀(Pool)

을	만들고,	물리적인	디스크공간에	가상으로	원하는	크기

의	용량을	할당하여,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해	업무서버

에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

가상화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가	마치	여러	개의	다른	기존	프

로토콜이	운영되는	논리적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같이	운

영되는	것을	가리키며,	호스트가상화,	링크가상화,	라우터

가상화,	스위치	가상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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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지에 저장된다.

다. 가상스위치(Virtual Switch)

가상스위치는 물리적 NIC를 다수의 가상머신이 공유하여 네

트워크 통신 프로토콜로 동작하며, 가상머신에 가상 NIC가 부

여되어 가상 스위치를 통해 물리적 NIC와 연결한다. 즉 가상 스

위치를 통해 동일한 가상화 시스템 내 가상머신 간의 네트워크 

패킷들은 직접적인 스위칭이 일어난다.

또한, 가상화 시스템 외부의 호스트와 내부 가상머신 간의 네

트워크 패킷은 가상 스위치를 통해 가상화 시스템 외부로 스위

칭 된다. 단 이 경우는 물리적인 NIC를 통해 가상화 시스템 외

부와의 통신이 수행된다.

라.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 시스템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가상머신과 HW사이에 위치하며 다수의 

가상머신들이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화 계층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이퍼바이저는 가상머신 상에서 동작하는 각 게스

트 OS가 구동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독립된 가상머신 환경을 

제공해 주며, 이러한 게스트 OS의 실행을 관리한다. 주요 기능

은 CPU 및 메모리 등을 포함한 HW자원을 각 가상머신에 논리

적으로 분할과 할당, 스케줄링을 수행하고 HW자원을 공유함에 

있어 가상머신 간의 고립화(isolation)를 보장한다.

하이퍼바이저는 <그림 5>와 같이 2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타

입 1은 베어메탈(bare-metal) 타입 이라고 불리며, 하드웨어 

상에서 직접 동작하며 그 상부에 가상머신들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픈소스인 Xen과 KVM, 

상용인 VMware ESXi와 MS Hyper-V가 있다.

타입 2는 호스티드(hosted) 타입이라고 불리며, 하드웨어 상

에 직접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 운영체제 상에서 동작한

다. 하이퍼바이저는 개인 컴퓨터의 운영체제 상에 응용프로그

램의 형태로 인스톨되어 가상머신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므로 설치 및 사용상의 편의가 있으나, 타입 1에 비해 낮

은 성능을 보이며 VMware Workstation, Parallels Desktop, 

VirtualBox, QEMU 등이 있다.

3. SDN/NFV 기술

가상화 시스템(주로 서버 가상화)이 각 물리 서버에서 독립

적으로 가상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데 반해, 네트워크 가상화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존

재한 네트워킹 기능(L2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을  가상머신

으로 구현하고, 네트위킹 자원들이 하나의 공유된 물리적인 환

경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가상화를 통해 분리되어 동작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9].

최근 네트워크 가상화와 관련하여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은 네

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za-

tion)와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크(SDN: Software Defined 

Network)가 있다. 

SDN은 중앙화한 소프트웨어로 여러 장비를 지능적으로 관리

하는 개념인 반면 NFV는 전통적 네트워크 장비 기능을 범용장

비(x86서버 등)에서 제공하는 개념이다. 두 기술 모두 가상화 

기술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리가 핵심이다[10].

그림 5. 하이퍼바이저 구조

그림 4. 가상스위치 개념

그림 6. NFV 및 SDN 프레임워크

(b) SDN구조(그림 출처: Open Networking Foundation)

(a) NFV 구조(그림 출처: 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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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V는 2012년 ETSI NFV 워킹그룹에서 소개되어 기존 HW

중심의 네트워킹 장비에서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기능을 추

상화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

며, NFV 프레임워크는 <표 2>와 같다[11].

표 2. NFV 구성요소

구분 설명

가상화	된	네트워크	기능

(VNFs)

스위치,	방화벽	등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

화하여	소프트웨어	구현.

NFV	인프라	(NFVI)
인프라를	구성하는	물리적	리소스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가상	인스턴스화

NFV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VNF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가상화	네트워크	관리	및	제어	계층

SDN은 데이터의 전달과 제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 등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중

앙 센터로 이전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를 중앙에서 관

리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성 및 데이터의 흐름

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표 3. SDN의 구성요소

구분 설명

Application	Layer 전체	네트워크를	컨트롤하는	어플리케이션

Control	Layer
오픈플로우기반	네트워크	정보로

하위	데이터	플레인을	제어

Infrastructure	Layer 실제	패킷	전송	역할을	하는	데이터	플레인

Ⅲ. 가상화 환경의 보안이슈

가상화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보안 솔루션

들이 하나의 서버 내부가 아닌 서버 간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

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로 인해 물리적 서버 내부, 

나아가 물리적 서버 간 걸쳐 있는 가상머신 간의 트래픽을 모니

터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가상 환경에서는 다양한 

OS가 운영되고 있어 가상머신 간의 해킹공격, 특정 가상머신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가상머신 내부로 확산될 수 있다[12].

1. 가상화 시스템의 내부 모니터링 한계

가상화 서버 내부 영역에서의 네크워크 통신 즉, 가상머신 간

의 네트워크 통신 시에는 가상 네트워크 패킷이 가상화 서버의 

외부로 나가지 않고 가상화 시스템 내부 영역에서 스위칭 되어 

전달된다[4][5]. 

따라서, 가상화 서버 내에 구축된 가상화 네트워크는 기존의 

IPS/IDS 및 방화벽에게는 보안 사각지대(security blind zone)

가 된다. 이러한 보안 사각지대로 인해 기존의 보안 장비로는 

가상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침입 탐지가 제

한적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서 가능한 기존의 

ARP 캐쉬 포이즈닝과 같은 스니핑 공격이나 악성코드 전파와 

같은 다양한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2. 하이퍼바이저의 루트킷 취약성

가상머신 상에 동작하는 안티바이러스는 가상화 계층, 즉 하

이퍼바이저 등에 존재 가능한 악성코드(또는 루트킷)를 탐지 할 

수 없다[4][5].

하이퍼바이저의 특권 레벨(privileged level) 보다 낮은 레벨

에서 동작하는 가상머신은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한 가상화 계층 

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가상머신 내에

서 동작하는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에게는 가상화 계층 영역이 

보안 사각지대가 되어, 하이퍼바이저에 접근하여 하이퍼바이저 

루트킷 등 하이퍼바이저에 침입한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없는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하이퍼바이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하이퍼바이저 상에 동작하는 모든 가상머신의 제어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하이퍼바이저의 보안은 중요한 이슈이다.

3. 가상머신 상의 보안제품의 한계

기존의 안티 바이러스는 각 호스트에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그림 7. 가상화 보안위협

그림 8. 가상화 시스템의 보안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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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악성코드의 시그니쳐를 관리한

다. 이런 기존의 안티 바이러스를 가상화 환경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안티바이러스 스톰(A/V storm)의 발생 문제이다.     

<그림 9>와 같이 가상화 환경에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기술을 

적용하면 각 가상머신에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가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안티바이러스들이 동일한 시각에 악성코드 검사

를 실시하도록 셋팅되어 있어 각 가상머신에 설치된 안티바이

러스들이 동시에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각 안티바이러

스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공유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스캔하

며 악성코드 검사를 하므로 시스템 전체의 부하가 매우 높아진

다. 이를 안티바이러스 스톰이라 하고 전체 가상머신들의 성능

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둘째, 가상머신에 설치된 에이전트의 악성코드 시그니처를 모

두 최신 시그니쳐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가상화 시스템 내

에 운용되는 모든 가상머신들의 보안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위해서는 각 가상머신에 설치된 안티바이러스의 악성코드 시그

니쳐도 동일하게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최신의 악

성코드 시그니처 유지 요구사항은 동적인 생성, 중단, 재시작, 

이동 등이 용이한 가상머신의 특성상 보안 관리를 복잡하게 만

드는 문제가 있다. 

4. 복잡한 가상머신 보안관리의 어려움

가상머신의 동적인 라이프사이클 특성으로 인해 보안관리가 

복잡해 진다. 가상머신은 생성, 중지, 재시작, 복사, 삭제가 용

이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물리 호스트, 즉 가상화 시스템 간 

실시간 이동이 가능하다. 

가상머신은 이러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서

로 다른 물리 호스트로의 실시간 이동이 가능하며, 또한 가상

머신의 사용이 일시 중지 후 재시작될 때 시스템의 설정에 따라 

다른 물리적 호스트에서의 재시작이 가능하다. 이는 보안패치

가 적용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거나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가상머신이 다른 물리적 호스트로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보안관리와는 다른 복잡

성을 동반한다. 

Ⅳ. 클라우드 및 가상화 보안 기술

본 장에서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침입 대응 기술의 

주요 요소 기술인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 기술과 

가상머신/하이퍼바이저 내부정보 분석 기반(VM Introspec-

tion) 공격 탐지 기술을 설명한다[4].

1. 하이퍼바이저기반 가상화 보안기술

가. VMI기반 가상화 보안기술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각 가상머신의 내부상태를 분석하여 외

부로부터의 침입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가상머신 내부정보 분석

(VMI, Virtual Machine Introspection)기반 공격 탐지기술이 

있다[13]. 

(Garfinkel & Rosenblum, 2003)[14]는 <그림 12>와 같이 

VMI 기반의 IDS를 제안 하였다. VMI 기반의 IDS는 하이퍼바

이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드웨어의 상태와 가상머신의 활동을 

모니터링 (가상머신의 가상 CPU레지스터, 가상 메모리의 내용, 

파일 I/O 활동 등)한다.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되는 상태 및 

그림 11. VMI기반의 IDS 개념

그림 9. 기존 백신제품의 한계

그림 10. 하이퍼바이저기반 탐지기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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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에 대해 보안정책에 기반한 침입 탐지를 수행한다. 또한, 

가상 스위치 접근을 통해 가상 스위치에 연결된 각 가상머신의 

네트워크 패킷을 캡쳐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기능을 수

행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각 가상머신이 소유하고 접근 가능

한 스토리지 내의 파일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경로 제공을 통

해 악성코드를 포함한 파일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Shin et. al., 2013)[15]는 <그림 12>과 같이 VMI 기반의 

IPS 및 방화벽을 제안하였다.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화 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하이퍼바

이저 보안 API 레이어를 포함한 VMI 기반의 침입 탐지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IPS와 방화벽 서비스 뿐 아니라 VMI 기반

의 안티바이러스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도 공통된 플랫폼을 기

반으로 동작할 수 있는 플러그인 구조를 제공 한다. 또한, 플랫

폼 내의 하이퍼바이저 보안 API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하이퍼

바이저 독립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하이퍼바이저 보안 API 교체

만으로 Xen 이외의 다른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

VMI 기반의 침입 탐지 기술은 현재 일부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시스템 상에서는 상용 보안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상용 하이퍼바이저인 VMware사의 ESXi의 경우 VMI 

API(VMware, 2014)[16]를 파트너 사들에게 제공하고 있

다. 현재, 이를 이용한 Juniper 사의 FireFly Host(Juniper 

Networks, 2014)[17], TrendMicro 사의 Deep Security(Trend 

Micro, 2014)[18]와 같은 VMI 기반의 IPS 및 안티 바이러스 기

술들이 해당 플랫폼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인 Xen의 경우 VMI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 XenAccess(Payne et. al. 2007)[19]가 개발되

었으며, 현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Vmitools(vmitools, 2014) 

[20]로 전환되어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 KVM도 지원하고 있

다. 그러나, vmitools는 가상머신의 가상 메모리 및 가상 CPU 

레지스터 값 접근 기능만을 제공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VMI 기술의 제한점은 하이퍼바

이저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가 유효하다는 가정에 기반 한다는 

것이다. 즉,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한 가상화 계층의 제어권이 공

격자에게 이미 상실된 경우 유효한 탐지를 행할 수 없다. 따라

서, VMI 기술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퍼바이저 및 관

리 가상머신를 포함한 가상화 계층 자체에 대한 보안 기술이 요

구되어 진다. 

가상화 계층을 위한 보안기술로는 하이퍼바이저 루트킷

(Wojtczuk et. al., 2008)[21] 등의 가상화 계층에 은닉된 악성

코드의 탐지, TPM 기반 하이퍼바이저 혹은 가상화 계층의 무

결성 점검(Jiang & Wang, 2010)[22], 하이퍼바이저 내부정

보 분석(Hypervisor   Introspection) 기반 모니터링(Ding et. 

al., 2013)[23], 제어권이 상실된 하이퍼바이저로부터 가상머

신의 메모리를 보호하는 가상화 시스템 구조(Jin et. al., 2011 

[24]; Szefer & Lee, 2012[25])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Juniper Networks, 

2014[17]; Trend Micro, 2014[18])는 <그림 13>와 같이 각 가

상머신 내에서 에이전트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

한 권한을 가진 보안 전용의 가상머신 상에서 동작하는 보안 어

플라이언스를 뜻한다. 즉, 일반 가상머신과는 달리 하이퍼바이

저를 통해 다른 가상머신들의 내부 상태에 접근하여 침입 탐지 

혹은 악성코드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절에서 설명된 VMI 기반 침입 탐지 기술은 일반적으로 이

와 Agentless 기반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형태로 구현된

다. Agentless 방식으로 동작하는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ut-of-the-box 방식의 침입탐지모델은 각 가상머신을 

타겟으로 하는 침입 공격에 덜 취약하다. 즉, 각 가상머신을 타겟

으로 하는 침입 공격은 공격시 agentless 방식의 가상 보안 어플

그림 12. VMI기반 IPS 및 방화벽

그림 13. Agentless 가상 보안 에이전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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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스의 존재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 어플라이어스 자체

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공격에 덜 취약하다. 

둘째, 안티바이러스 스톰과 같은 성능 저하 이슈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각 가상머신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가상화 시스템 내 다수 가상머신들의 에이전트들이 동

시에 구동됨으로써 일어나는 심각한 성능 저하 문제를 발생 시

키지 않는다. 

셋째,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중복 악성코드 시그니처 업데이

트·관리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안티 바이러스를 위한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각 가상머신에 에

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 에이전트들에 중복된 악

성코드 시그니처를 업데이트·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와 같은 out-of-the-box 방식의 침입탐지 기법은 시맨틱 갭

(semantic gap) 문제를 제한점으로 가진다. 

이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머신의 가상 메모리 혹은 디

스크에 직접 접근해서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해당 가상

머신 운영체제의 현재 컨텍스트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어려움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상머신 내의 루트킷 탐지 등을 위해 

MS 윈도우 운영체제의 윈도우 레지스트리와 같은 특정 시스템 

정보에 접근하려는 경우에 주로 발생 한다. 가상머신 내에서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 해당 시스템 내부 정보를 취

득할 수 있지만, out-of-the-box 방식에서는 가상머신의 메

모리 혹은 디스크에서 추출한 원시 수준의 데이터에 가상머신 

운영체제의 컨택스트 정보를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가상머신에 경량의 에이전트를 설치

해서 시맨틱 갭이 큰 시스템 내부 정보는 가상머신 내부에서 획

득하여, agentless 가상 보안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협동하여 침

입 탐지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다

(Trend Micro, 2014[18]).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가상머신 

내 에이전트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out-of-the-box 

기술의 장점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Jiang et. al., 2010)

[23]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에이전트 설치를 피하고 시맨틱 갭

을 줄이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2. SDN/NFV 보안 기술

최근 오픈플로우를 활용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SDN기술

이 주목 받고 있다. SDN기술의 핵심은 기존 네트워크 장비와

는 달리 제어기능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전송(데이터 플레

인) 부분을 분리하여, 개방형 API(OpenFlow)를 통해 소프트

웨어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한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SDN 보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연구단계에 있으며 현재 2가지 관점에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26].

첫째, SDN의 핵심요소인 컨트롤러와 오픈플로우 취약성 연

구로,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는 구조와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

터 플레인 간의 보안 통신 프로토콜 설계에 대한 연구이다[27].

둘째, SDN기술을 네트워크보안에 활용하는 방안이며, 즉 

SDN의 컨트롤 플레인 상에 DDoS 대응, IDS, 접근제어 등 보

안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오픈플로우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간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SDN기능을 지원하는 네

트워크 장비를 제어하여 다양한 보안정책기능을 상황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DDoS 공격 등 비정상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제어

할 수 있다. 

또 다른 접근방식인NFV 기술은 네트워크 장비 내의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한 

기술이다. 따라서 범용서버인 가상머신 상에 NAT, 방화벽, 침

입탐지 기능을 탑재하는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며, <그림 14>는 

NFV 기술을 활용한 방화벽 모델이다[26].

Ⅴ. 결 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ICT자원의 가상화 기술을 통해 구

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화 기술을 통해 구축된 가상화 시

스템은 전통적인 컴퓨터 상에서 OS가 수행되는 것과는 다른 시

스템 구조를 갖게 되어, 새로운 보안 취약성과 공격 경로를 발

생 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보안 기술들에게 보안 사각지대를 

초래한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보안 기술 

동향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은 사용

자의 편의 및 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하고 발

그림 14. NFV를 활용한 방화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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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 보안 기술 또한 새로이 적용

되는 기술 트렌드 반영을 통해 발생되는 새로운 보안 취약성 등

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특히, 클라우드 SecaaS, 즉 

클라우드 서비스로서의 보안 서비스의 핵심기술 형태로 제공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가상화 보안기술이 클라우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

해서는 SecaaS형태로 서비스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제어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연하고 동적인 제어를 가능케 하는 

SDN/NFV기술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

에 따라 연동 기술 또한 주목 받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된 다양한 가상화 보안 기술은 향후, SecaAS, 

SDx(Software Defined Everything) 등 급변하는 가상화 환경

에서의 보안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대응방안으로 활

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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