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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프로세스 흐름 분석 도구(ltrace, strace) 및 디버깅 도구(gdb)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여러 시점
을 한 번에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주로 콘솔 기반으로 수행하므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
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프로세스 흐름 분석 도구는 프로세스의 수행 도중 원하는 시점마다 core 파일을 
생성하고, core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메모리 및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 여러 core 파
일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수행에 대해 여러 시점을 비교 가능토록 하였고 또한 qt 라이브러
리를 이용하여 비주얼적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구현하였다.

1. 서  론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종료를 하기까지 단 한 번의 수
행 흐름을 갖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수행 도중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하여 종료되거나, 수행이 완료된 경우 수
행 중이던 내용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수행이 종료되면 
진행 중이었던 임의의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가령 프로그램 내에서 화면 
출력 등을 통하여 전역 또는 지역 변수, 함수 호출 진행 
등의 정보는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지만, 메모리 및 레
지스터 정보는 디버깅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알아
내기 쉽지 않다. 또한 프로그램의 수행 정보를 저장하여
도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한
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프로세스 정보들(메모리, 데
이터, 레지스터 등)을 임의의 시점에서 저장함으로써 수
행 도중 변하는 프로그램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프
로그램 수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kcore() system call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core 
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core 파일 정보를 바탕으로 
VCTrace 도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수행 흐름을 분석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프
로세스의 수행 분석에 대한 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
하고, 3장에서는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도구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예전부터 프로세스에 대한 수행 분석 및 디버깅에 대
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및 결과
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개발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디버깅 과정이다. 기존
의 프로세스 수행 분석 도구에는 ltrace[1], strace[2], 
gdb[4] 등이 있다. ltrace는 프로세스가 호출하는 공유 라
이브러리 함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며, strace는 프로세
스가 호출하는 system call 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 분석 도구만으로는 프로세스의 
정보(메모리, 레지스터 등)를 알아내기 힘들다. 한편 프로
세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수행을 복구하는 ckpt 도구도 있다[3]. 하지
만 ckpt에서 생성된 파일에서 프로세스의 정보를 추출하
는 것은 쉽지 않다.

3. 설계 및 구현

3.1. core 파일 생성
  core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프로
그램 수행 중 세그먼트 폴트 같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커널이 직접 core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경우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는 단 하나의 core 파일만 생성되므로 한 시점의 정보만 
분석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여러 시점에서 
core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여러 시점의 정보를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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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3.1.1. Signal을 이용하는 방법
  프로세스 조작과 관련이 깊은 시그널은, 커널 또는 프
로세스가 프로세스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프로
세스에게 전달하는 처리이다. 이러한 시그널이 프로세스
에 전달되면 프로세스에서는 미리 정의한 시그널 핸들러
가 실행된다. 시그널 핸들러를 처리하는 동안 프로세스
의 수행은 중지되고, 시그널 핸들러가 종료되면 다시 기
존의 프로세스 수행을 진행하게 된다[그림 1].

[그림 1] 시그널 처리 흐름

31개의 시그널 중 기본 동작(default action)으로 core 파
일을 생성하는 시그널이 몇 있다. 가령 SIGQUIT / SIGILL 
/ SIGTRAP / SIGABRT / SIGSEGV 등과 같은 시그널이 
프로세스에 전달되면 시그널 핸들러에서 core 파일을 생
성한다. 이런 시그널들은 대부분 프로세스 수행 중 오류
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므로 덤프를 수행한 이후 프로세
스의 수행을 종료한다. 따라서 core 파일을 오직 하나만 
생성하게 된다[5].

3.1.2. gdb를 이용하는 방법
  gdb는 리눅스에서 가장 애용하는 디버거 툴로써 안정
적이고 무료이다. gdb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제어하거
나 프로세스 이미지(core file)를 메모리에 올리도록 설계
되었다.

[그림 2]의 gdb의 수행 방법 중, gdb의 제어 하에서 프로
세스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g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을 시작하거나, 수행중인 프로세스의 id를 이용하여 gdb
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gdb에
서 원하는 대로 프로세스의 진행을 제어할 수 있다. 가
령 gdb에서 프로세스의 수행 과정 중 원하는 지점에 중
단점을 설정하여 수행을 진행하고, 중단점을 설정한 시
점에서 프로세스의 수행이 멈추면 그 시점에서 core 파

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3] gdb에서 core 파일 생성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프로세스 수행 중간에 세 번의 
중단점이 있고 그 시점에 수행이 중단된다. 그때 gdb 명
령 중 ‘generate-core-file' 을 사용하여 core 파일 생성
이 가능하다.

3.1.3. system call을 이용하는 방법
  시그널을 이용하는 방법과 gdb를 사용하는 방법은 각
각 단점이 있다. signal을 이용하는 방법은 오직 한 번의 
core 파일을 생성하고 프로그램 수행을 종료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하나의 core 파일만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시
점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프로세스 수행 흐름을 분
석하기는 힘들다. 또한 gdb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core 파일을 생성 가능하지만 gdb에 의존적으로 수행해
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core 파일 생성이 불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는 core 파일을 생성 가능하도록 
mkcore() system call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응용프로
그램 내에서 임의의 지점에서 core 파일을 생성하고 수
행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3.1.4. mkcore() system call
  본 논문의 작업은 페도라 코어 6에서 수행하였다. 
linux.org에서 2.6.18.1의 커널 소스를 다운로드 하였고, 
mkcore() system call을 추가하였다.

[그림 4] mkcore() system call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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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kcore() system call 등록

[그림 6] mkcore() 수행

3.2 core 파일을 이용한 프로세스 수행 분석
3.2.1 core 파일 확인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mkcore() system call을 호출하
여 만들어진 core 파일들은 ELF 형식을 가지게 된다[6]. 
생성되는 core 파일들은 생성된 순서에 따라 증가되는 
번호를 파일 이름으로 갖는다. 일반적인 core 파일 이름
은 “core.프로세스번호" 형태이지만, mkcore() system 
call을 통하여 생성하게 되면 “core.프로세스번호_버전번
호" 형태로 만들어진다. 각 버전번호는 프로세스의 흐름
에 따라 생성되는 순서를 통하여 식별자로써 부여된다.

3.2.2. 프로세스 수행 분석
  생성된 core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 gdb,  objdump, 
readelf 와 같은 도구를 참조 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core 파일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프로세스 이
미지의 정보를 추출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7] core 파일의 헥사 데이터

[그림 7]은 두 개 버전의 core 파일에 대한 비교 파일이
다. 기본적인 영역 (ELF 헤더, 코드 영역 등) 은 변화하
지 않고 데이터와 스택영역의 헥사 값이 변화하였다. 하
지만 이렇게 헥사 파일로 분석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비주얼한 도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응
용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 생성되는 core 파일의 크기
도 달라지기 때문에 헥사 데이터의 분석은 한계가 있다.

3.2.3. VCTrace (Visual Core Trace)
  core 파일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qt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분석 도구를 개발하였다. 비주얼 디버깅 도구
인 “DDD"[7]를 참조하여 만든 해당 도구는 “core.프로
세스번호”파일을 인자로 전달하여 해당 프로세스의 모
든 core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다. 또한 생성된 
순서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수행 흐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VCTrace는 레지스터 및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등을 나타냄으
로써 프로세스 수행 흐름 상황을 체크한다.

[그림 8] VCTrace 시작 화면

[그림 8]은 VCTrace를 시작한 화면이다. 그림을 보면 
3827번 프로세스의 core 파일들을 모두 불러온 상태이다. 
그 다음 하나의 core 파일을 선택하여 "Load" 버튼을 클
릭하면 우측 리스트 박스 창에 정보들이 표시된다. 이 
화면은 하나의 core 파일에 대한 정보 표시를 수행한다. 
또한 "Analysis"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9] 와 같은 다이
얼로그 창이 생성되며, 모든 core 파일에 대해 정보를 나
열하게 된다.

[그림 9] Core File Analysis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 수행 도중 생성한 core 파일
들을 이용하여 프로세스 흐름 분석 도구를 설계 및 구현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B)



하였다. 기존의 다른 도구들과 달리 지속적인 core 파일 
생성에 의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수행시간은 다소 증가
하였다. 또한 32비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64비트 아키텍처에 대한 확장을 추가하여야 한
다. 하지만 여러 시점의 core 파일을 통한 프로세스의 수
행 흐름 분석이 가능하고, 비주얼적인 도구를 통하여 프
로세스 정보를 쉽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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